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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영향 평가하고,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위한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 병용처리

기술 개발 및 방사선 저항성 식중독 미생물의 사멸조건 설정하였으며, 전자선 조사

이용기술 개발을 위해 선종별 특성을 활용한 농수임산물 원료/가공제품에 대한 최적

공정 개발과 전자선 조사 우위 식품군 도출, 전자선 조사식품의 물리적 마커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음. 또한, 극한환경 대비 목적형식품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를 위

해 고선량 방사선 적용 즉각취식형 일품식품 개발, 고선량 조사 융합기술 적용 환자

용 무균식품 개발,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수출전략 품목 제조공정 개발, 곡류 오염

곰팡이 사멸 및 독소생산 억제 간접식품(사료) 개발, 예측 미생물학 기법을 적용한 최

적 방사선 조사 조건을 확립하였음. 특히, 방사선 조사선종으로서의 전자선 조사 법적

허가 및 식육류, 건어포류 신규 품목허가를 위한 법안을 상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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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고선량 방사선 적용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21세기 식량무기화 시대 대비 방사선 및 융합기술 이용 식량자원의 안정

공급과 위생적 제품생산으로 국민보건복지 증진 및 관련 산업 경쟁력 제고  

○ 식품산업의 위생화/안전성 및 원자력의 국민이해 증진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마

련

- 기존 방법으로는 환자멸균식, 재난시 국가비상식량, 목적형 특수식품의 명확한 위

생화 확보 부재

- 방사선 및 융합기술 이용 병원성/부패성 미생물 100% 사멸기술 획득

-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에 따라 방사선 종류, 적용선량 등 조사식품 관

련 국내식품위생법(식품공전) 개정 및 허가품목 확대법적 근거마련

○ WTO/UR 대비 식량의 가격안정과 수입대체를 위한 에너지절약형 국가식량 안전확

보 기술개발

- 식량자원 10～30% 손실 → 10～20% 이상의 식량 간접증산효과 획득

○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대형 식중독 사고를 예방

하고, 목적형 특수식품의 수요만족, 국가 재난시 비상식량계획의 원천적 지원체계

구축 등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산업체 생산성 증진, 정부의 대

국민 신뢰성 및 국가위상 제고 등을 기본 목표로 아래와 같은 사업추진 기본 방향

을 설정하여 연구 사업을 추진함

- 고선량 방사선 조사 적용 장기저장성이 확보된 목적형 식품 개발

- 전자선 등 식품조사 이용 방사선 종류 다양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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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최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 및 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적인 제품 생산과 세계적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검역관리 기술 확보에 적극 노

력하고 있음

○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에 이용하는 방사선 종류의 제한은 산업 적용과 기술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사선 종류의 제한을 폐지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

이 필요함

○ 미국, 러시아 등은 군 급식 및 우주식품 안전공급을 위해 방사선 기술을 실용화하

였고, 인도네시아는 2004년 12월 대해일(쓰나미)로 인한 재해지역에 방사선 조사된

구호식품을 지급하여 이재민의 건강유지에 활용하여 고선량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비상식량 등 목적별 특수식품의 개발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음

○ 방사선기술은 검역대상 해충 및 미생물의 효과적 관리기술로서 평가되고 있어 국

가 검역프로그램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산업적 규모의 실증연구가 필

요한 실정임

가. 기술적 측면

○ 오늘날 식품의 선진 위생화 관리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시행에서 인증할 수 있는 공정

이 간편하고 처리효과가 확실하며 안전하고 산업적으로도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위생화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무잔류, 냉온살균법으로 평가받고 있는

방사선기술을 활용한 타 위생화 방법과의 융합기술 개발이 필요함

○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사선종(전자선, X-선 등)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Database 구

축을 위한 국내 연구자료 확보가 요구됨

○ 전자선, X-선 등의 이용에 대한 법규 개정은 방사선 발생장치/시설의 다양화를 꾀

할 수 있어 신규 조사시설/발생장치의 연구개발로 국내 기술력 신장에 기여할 것

임

○ 미 육군(U.S. Army)과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군 급식, 우주식품 개발 등에서 방

사선 기술이 매우 유용한 방법임을 인정하고 1960년대부터 장기간의 연구를 수행

함. 최근에도 군사 급식외 특별용도로 본 기술을 개발 중에 있고 우주식품 분야에

서는 이미 실용화하였으나, 기술의 해외유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국내기술 확

보를 위한 연구개발이 시급한 실정임

○ 식품산업에서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매우 중요함. 무엇보

다도 현행 가공/저장 및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징이 사

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비교, 홍보되면 방사선 조사기술의 성공적 실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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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측면

○ WTO/FTA 대비 국가 식량에너지 안전 확보, TBT 확립 및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 위생적 제품

생산, 효율적 제조공정, 안전한 저장/유통기술의 확보가 요구됨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방지 대

책으로 방사선기술이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면서 관련산업 생산성도 증가하고 있

음

○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검역처리기술

개발이 필요시 되는 시점에서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농수산물의 고품질

상품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시스템 연구수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음

○ 방사선 조사시설은 식품가공․저장 및 제약․보건관련산물 멸균 등 산업적으로 다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

든지 조사시설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확대를 위

해 폭 넓은 핵심기술 개발과 상용화 실증연구가 수행되면 관련 산업의 진흥을 꾀

할 수 있음

○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로부터 발생되는 서비스수입(단순조사 처리비용)은 2005년

에 7억6천6백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10억 달러 규모로 신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에는 약 19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00 - 2010년의 기간 동

안 연간 36% 성장률을 나타냄

다. 사회․문화적 측면

○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에 따른 위생적 제품 생산/공급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함

○ 과학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아무리 뛰어난 가공방법과 안전한 식품이 개발된다고

해도 국민들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면 상용화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방사능 물질 오염 식품과의 혼동 등 잘못된 이해가 폭넓게 퍼져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최근 선진국에서는 식품 및 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적

인 제품 생산과 세계적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검역관리 기술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어 조사기술의 중요성과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뒷받침 할 수 있음. 따라서 국내

에서도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식품/의료․제약 산업의 이용 증대를 위한 핵심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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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고선량 방사선 적용 식품 공학 융합 기반기술 개발

가. 고선량 조사가 식품성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나.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위한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 병용처리 기술 개발 및 적용

시험

다. 방사선 저항성 식중독 미생물(Bacillus cereus/Clostridium spp.)의 사멸조건 설정 및

적용 시험

라. 고선량 방사선 활용 연구

2. 전자선 조사 이용기술 개발

가. 선종별 조사(감마선, 전자선)가 식품 주요 성분(단백질, 탄수화물, 미량성분 등),

가공적성 및 최종 품질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나. 선종별(감마선, 전자선) 특성 활용 농수임산물 원료, 가공 제품에 대한 최적 공정

개발 및 전자선 조사 우위 식품군 도출

다. 전자선 조사식품 7종(곡류, 두류, 근채류, 향신료 및 복합조미식품)의 물리적 마커

확보 및 조사 특성 분석

라. 식육류 및 전자선 조사 법적허가를 위한 법안 완성 및 어패류, 건어포류의 신규

허가 연구결과 확보

3. 극한환경 대비 목적형 식품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가. 즉석취식 가능 일품형 식품 (모델시료 : 비빔밥) 이용 고선량 방사선 적용 실증연

구 및 가제품 개발

나. 고선량 조사 융합기술 적용 환자용 무균식품(아이스크림, 영양식) 개발

다.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수출 전략 품목 가공삼(홍삼/흑삼) 제조공정 및 가제품

개발

라. 곡류 오염 곰팡이 사멸로 독소생산 억제, 생산 독소 파괴(30 kGy) 공정 개발 및

간접식품(사료) 적용시험

마. 예측 미생물학 기법 적용 선량 및 선종 등 최적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 및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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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1. 고선량 방사선 적용 식품 공학 융합 기반기술 개발

가. 고선량 조사가 식품성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고선량 방사선조사가 단백질(구상, 선형)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선량 방사선조사가 탄수화물, 당단백질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부산물(자숙액) 활용기술 개발

나.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위한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 병용처리 기술 개발 및 적용

시험

○ 팽창제 및 진공취사법 이용 복원성이 개선된 동결건조 쌀 개발

○ 고품질의 소스(불고기/덮밥) 개발을 위한 병용처리법 개발

○ 아질산염 대체 반건조 육포 제조를 위한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다. 방사선 저항성 식중독 미생물(Bacillus cereus/Clostridium spp.)의 사멸조건 설정 및

적용 시험

라. 고선량 방사선 활용 연구

○ 고선량 방사선 활용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

○ 고선량 방사선 이용 생체조직 위생화 기술 개발

2. 전자선 조사 이용기술 개발

가. 선종별 조사(감마선, 전자선)가 식품 주요 성분(단백질, 탄수화물, 미량성분 등),

가공적성 및 최종 품질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선종별 조사가 탄수화물(퓨코이단/라미나란/HA/CMC)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선종별 조사가 단백질(재구성 돈육포) 구성성분 및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

나. 선종별(감마선, 전자선) 특성 활용 농수임산물 원료, 가공 제품에 대한 최적 공정

개발 및 전자선 조사 우위 식품군 도출

○선종별 조사가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선종별 조사가 향신료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조사선종에 따른 향신료의 휘발성 성분 변화 연구

다. 전자선 조사식품 7종의 물리적 마커 확보 및 조사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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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육류 및 전자선 조사 법적허가를 위한 법안 완성 및 어패류, 건어포류의 신규

허가 연구결과 확보

○ 식육류 및 전자선 조사 법적허가를 위한 법안 상정자료 완성

○ 어패류(굴) 및 건어포류(쥐치포)의 신규 허가를 위한 기초 연구

3. 극한환경 대비 목적형 식품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

가. 즉석취식 가능 일품형 식품 (모델시료 : 비빔밥) 이용 고선량 방사선 적용 실증연

구 및 가제품 개발

나. 고선량 조사 융합기술 적용 환자용 무균식품(아이스크림, 영양식) 개발

○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환자용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환자용 영양식(타락죽) 개발

다.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수출 전략 품목 가공삼(홍삼/흑삼) 제조공정 및 가제품

개발

라. 곡류 오염 곰팡이 사멸로 독소생산 억제, 생산 독소 파괴(30 kGy) 공정 개발 및

간접식품(사료) 적용시험

마. 예측 미생물학 기법 적용 선량 및 선종 등 최적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 및 검증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기술적 측면

○ 식품 생명공학산업에 활용할 방사선 종류 다양화 및 적용선량 확대로 산업 적용과

기술발전에 기여할 것임

○ 고선량 방사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상식량, 멸균환자식, 고열량 유동식 등 목적

별 식품 개발은 식품 관련 산업체로부터 기존 식품가공/생산기술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선진화에 기여할 것임

○ 식품산업에서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매우 중요함. 무엇보

다도 현행 가공/저장 및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조사 기술의 특징이 사

실에 입각하여 정확히 비교, 홍보되면 방사선 조사기술의 성공적 실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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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산업적 측면

○ 방사선 조사시설은 식품가공․저장 및 제약․보건관련산물 멸균 등 산업적으로 다

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

든지 조사시설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확대를 위

해 폭 넓은 핵심기술개발과 상용화 실증연구가 수행되면 관련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음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방지 대

책으로 방사선기술이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면서 산업 생산성도 증가하고 있음

○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검역처리기술

개발이 필요시 되는 시점에서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농수산물의 고품질

상품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시스템 연구수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음

○ 목적형 특수식품, 기능성 신소재 등 고부가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흡수선

량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사선기술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와 함께

새로운 조사 기종의 개발과 함께 GIP, Dosimetry 선진화와 표준화 및 ISO 확립 연

구를 진행 중임

다. 사회․문화적 측면

○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및 보건관련 산물의 위생적 측면을 더욱 중시

하고 있음. 따라서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위생화 기술개발

은 식품가공 원료 및 제품에서 기인되는 질병예방과 위생적 제품생산 기반을 확립

하므로 국민보건 향상과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도모함

○ 국내 환자용 멸균식품과 산악스포츠용 등 목적형 식품의 요구증대와 필요성이 점

차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 보건향상 및 제품 특성에 맞는 첨단 위생화․유통

기술개발로 다양한 요구에 맞는 제품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 안전성에 관한 국민이해사업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국민이해사업의 중요성, 예컨대, 인류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일

반국민의 지지와 참여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구체적인 타겟 집단에

대한 인식조사 및 홍보활동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기획과 실행으로

국민이해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음

○ 방사선 조사기술을 활용한 생물테러대비 예방기술 제시

○ 국가 비상식량계획 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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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with Food Technology by the

Application of High Dose Ir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To achieve stable food supply and food safety with radiation fusion

technology as a preparation for food weaponization

○ Improvement of public welfare through food safety, food security, and increased public

understanding about atomic energy

- Existing treatments do not possibly obtain stable food safety of patients' foods,

national emergency food supply, and special purposed foods

- Obtaining sterilization technology against pathogenic bacteria and spoilage bacteria

- Preparing grounds to revise the food irradiation standard about radiation sources,

dose, and etc.

○ Securing national food resources against WTO/UR and development of energy-saving

food processing and preservation technologies by radiation

- The loss of 10~30% in produced foods → an indirect increasing effect of 10~20% in

foods production

○ Promotion of following research projects to provide stable food supply and to prevent

foodborne diseases, and to meet the demands of special purposed foods and national

emergency food supply.

- Development of long-term storage foods with high dose irradiation

- Verification of radiation sources such as E-beam

2. Justification of the Project

○ Recently, developed countries such as the U.S have used radiation technology for foods,

phytosanitation, and health industry to prepare an open market

○ Since restriction of radiation technology in foods and public health industry may induce

barriers against industrial application and technology advance, related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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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S and Russia have used radiation technology to produce safe military rations and

space foods, and Indonesia provided irradiated foods to refugees after tsunami. Thus,

the researches on development of emergency foods and special purposed foods with

radiation have been conducted

○ Because radiation technology has been recommended as an effective treatment to control

insects and microorganism in plants, and play important roles in national

phytosanitation program, verification research is necessary

(1) Technological aspects

○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method of industrial pollution-free sanitation procedures by

complying with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To use radiation sources (E-beam, X-ray)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research data should be secured for database.

○ Since the revision of regulations related use of E-beam and X-ray is going to verify

radiation generator and facility, domestic technology will be improv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new irradiation facility and generator.

○ The U.S army and NASA suggested that radiation technology is useful in production of

military rations and space foods, and they have researched the use of irradiation

technology in development of the foods. Moreover, irradiation technology has been

commercialized to produce military rations and space foods, but export of this

technology is strictly restricted. Thus, researches and development to secure domestic

technology is urgentl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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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me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are prerequisite. Thus comparison and

understanding of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between food irradiation and tra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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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was adapted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valuation of safety from

domestic research group is required

(2) Economic and Industrial Aspects

○ In order to prepare food security, TBT, highly developed industry, and globalized

world, economical, practical food supply, production of safe foods, efficient

manufacture, and safe storage/distribution system should be systemized.

○ Because radiation technology is recognized as critical treatment to reduced financial and

production losses, the productivity of related industries with radiation has been

increased.

○ Energy saving technology for phytosanitation quarantine is necessary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es and improve national competency. Hence, the researches on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and high value-added products may improve industrial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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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ation facility can be used for food processing, food storage, pharmaceuticals, and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and the number of radiation facilities have been

increased in world wide. In addition, many core technologies and commercialization

researches should be conducted to increase the number of irradiation facilities, and this

will promote radiation industry.

○ From irradiation on foods, economical interest was 76.6 million dollars in 2005 and it is

expected to be increased to 190 million dollars in 2010. This is 36% annual increase.

(3)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Because people's attention about food safety has been increased, core technology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safe products and safe supply.

○ By all economic and technological measures, even though excellent food processing and

food safety technologies are developed, if consumers are not willing to accept the

technologies, commercialization will be difficult.

○ In case of Korea, consumer acceptance to irradiated foods are very low and there is

confusion about irradiated foods and radioactive contamination foods.

○ Since developed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use irradiation technology for quarantine

services, foods, and public health industry, importance and potential of radiation

technology could be sufficiently justified. Thus,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for foods,

medical industry, and pharmaceuticals is necessar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radiation and food engineering fusion technology using

high dose irradiation

(1) Evaluation of effects of high dose irradiation on food components.

(2)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irradiation with food

engineering

(3) Determination of irradiation condition to destroy radiation resistant foodborne bacteria

(Bacillus cereus/Clostridium spp.)

(4) Research of high dose irradiation application

2. Development of E-beam irradiation technology

(1) Comparison of effects of radiation sources (gamma-ray, E-beam) on food compounds,

processing conditions, and food quality of final products.

(2) Development of food processing conditions for agricultural/aquatic products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gamma ray, E-beam), and determination of domination of

E-beam irradiation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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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ecure of physical marker for seven E-beam irradiated foods (grains, beans, root

vegetables, spices and composite seasoned foods, and analysis of irradiation

characteristics

(4) Completion of legislation for irradiation approval on meat products, sea foods and dried

sea foods, and use of E-beam.

3. Fundamental researches to develop purposed foods to extreme

environmental

(1) Verification research to develop ready-to-eat foods (model food: Bibimbob using high

dose irradiation

(2) Development of food processing and food samples for food export strategy foods such

as process ginseng (read ginseng/black ginseng)

(3) Development of food processing with irradiation to destroy mycotoxin and to inhibit

production of the foods.

(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athematical models to predict necessary irradiation

doses and radiation sources.

IV. Results of the Project

1. Development of fundamental technology with fusion technology of high

dose irradiation and food engineering

(1) Evaluation of the effect of high dose irradiation on food nutrients

○ Effect of high dose irradiation on protein (globular, linear) characteristics

○ Influence of high dose irradiation on characteristics of carbohydrate and glycoprotein

○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to recycle byproduct (sea food cooking drip) with

gamma irradiation

(2) Development of the combined irradiation technology with food engineering to improve

extreme processing

○ Development of freeze-dried rice that have improved recovery with an inflating agent

and vacuum cooking

○ Development of combined technology to develop high quality sauces

○ Development of fusion radiation technology with food engineering technology to replace

sodium nitrate in semi-dried jerky.

(3) Determination of conditions to destroy radio-resistant foodborne pathogens (Bacillus

cereus/Clostridium spp.)

(4) Research on application of high dose irradiation

○ Development of archaeological conservation tehcnology with high dose irradiation

○ Development of artificial tissue sanitation technology with high dose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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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using E-beam irradiation

(1) Comparison of the effect of radiation sources (gamma, E-beam) on major food

ingredients (protein, carbohydrates, etc), processing condition, and food quality

○ Effect of different radiation sources on carbohydrate

○ Effect of different radiation sources on protein and digestion rate

(2) Development of appropriate processing condition for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e,

and sea food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and prioritizing foods to be treated with

E-beam

○ Effects of different radiation sources on quality of meat and processed meat products

○ Effects of different radiation sources on quality of spices

○ Effects of different radiation sources on volatile components of spices

(3) Obtaining physical marker of 7 E-beam irradiated foods

(4) Completion of submitting legislature to allow meat and E-beam irradiation to extend

irradiation-permitted foods.

○ Completion of legislature for meat and E-beam irradiation

○ Research on changes in volatile of spices by different radiation sources

3. Fundamental research to develop special purposed foods for extrem

conditions

(1) Practical research and development of ready-to-eat foods using high dose irradiation

technology

(2) Development of sterile patients' foods with high dose irradiation

○ Development of sterile patients' ice cream with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stierle patients' nourishing foods

(3) Development of processing for export targeted ginseng

(4) Development of procedures to destroy fungi and mycotoxin in grains and application of

the technology in animal feeds

(5) Establishment and validation of predictive microbiology techniques to predict appropriate

radiation doses and sources

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1. Technical aspects

○ Diversification of radiation sources on food and life sciences and expandition of

radiation doses

○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for emergency foods, patients' foods, and high calory

liquid foods may induce well-developed technology

○ If current research status and development status of radiation technology for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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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ing and sanitization is publicized, this technology will be commercialized

successfully

2. Economic/Industrial aspects

○ Radiation facilities will be used for industrial purposes such food processing, storage,

and pharmaceuticals, and construction of radiation facilities has been increased. Thus, if

the researches for commercialization of core technology are performed, related industries

will be developed

○ Since radiation technology has been considered to decrease economical loss and prevent

decrease of productivity caused by foodborne pathogens, related industry will be

developed

○ In the point of time which needs energy saving quarantine technology, radiation

technology will be useful in producing high quality agricultural products and quality

certification system

○ In order to produce special purposed foods and new functional materials, accurate

dosimetry should be applied. To do so, new irradiation devices have been developed,

and GIP and dosimetry have been advanced and standardized.

3. Social/Cultur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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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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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of food sanit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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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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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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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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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ualties from food-borne disease outbreaks and 6.5 - 30 billion of economical loss).

- The amount of export foods using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in 2001 was wo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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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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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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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and that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would contribute to enhanc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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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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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initely settled in the second half of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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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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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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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lion dollar of import substitution effect and more than 10 billion dollar of expor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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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xpected that the technology would affect related industries in the world market of

more than 200 billion dollar.

○ Settlement of the enlargement of the approval of gamma irradiated food item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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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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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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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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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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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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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every year).

○ Establishing the biological quality assurance and the quarantine treatment for major

exporting foods, the reinforcement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the enlargement

of the market.

○ Evaluating the adequacy of industrialization by examination and the actual proof test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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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ject.

○ At the final steps, transferring the technology after the collaborated research with

industries on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th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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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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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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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식품산업은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전성(safety), 편이성(convenience)과 가치(values)를 중요

시하는 경향에 따라 식품의 선택기준이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

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매개 질병의 예방과 위생적인 식품의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보건당

국 및 산업계로부터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

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공급, 위생적 생산, 효율적 제조공정, 안전저장 및 유통

을 위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식품안보 측면에서 고려할 때, 전 세계 식품 생산량의

1/4 정도의 거대한 물량이 부패, 해충감염, 세균과 곰팡이 오염을 조절하지 못하여 수확 후 손실

된다. 더욱이 2030년에 세계 인구는 100억명으로 증가하나 이때 예상되는 식량 증산량은 4% 수준

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식량 수급대책 및 위생화 처리는 국가 식량안보

및 사회 안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수확된 식량의 저장 중 손실을 감소

시키려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식품․생명공학 산업에서 관련 제품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

기술은 1960년대에 우주인 식품의 HACCP 프로그램에 본격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어떠한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보건관련 산업의 위생화 기술보다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이며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으며,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그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상황이다(GIA,

2005). 식품의 방사선기술의 특징은 현재 식품의 가공 및 저장에 이용되고 있는 화학약품(방부제,

훈증제 등)에 대한 인체유해성 및 환경오염의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위생적인 식품저장 기술

로 기대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 식품조사는 다양한 선량의 범위에서 몇몇 식품에서 관찰되

는 특유한 방사선 분해산물(unique radiolytic products: URP)의 생성 유무로,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WHO, FAO, IAEA 그리고 CI등은 1992

년 제네바 회의를 통해 방사선 조사는 건강에 해로움을 초래하는 식품성분의 변화를 생성하지 않

는다고 결론지었다. 10 kGy 이하로 조사하는 저선량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심각한 화학적인

변화를 찾아 볼 수 없었으며, 이러한 화합물들이 조사식품에서만 특이적으로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이온화 방사선은 미생물을 사멸시키거나 불활성화 시킬 수 있는 화학

적 변화를 미생물 내부에 일으켜서 식품내의 미생물의 수와 종을 상당수 감소시키며, 병원균의 유

독성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10 kGy이하의 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은 비조사식품과 영양적

인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았다. JECFI에서도 식품에 대한 10 kGy까지의 방사선 조사는 특별히 미생

물학적, 영양학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식품에 조사한 경우 독성학적인 중요

성이 없어서 더 이상 식품에 대한 독성학적인 연구가 필요 없다고 하였다. JECFI의 최종 평가에

서 5,000에서 500,000회 이상의 동물실험에서 방사선 조사된 식이와 조사되지 않은 식이 사이에는

특별한 차이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방사선 식품조사는 저장기간을 연장하고 유해동물이나 병

원균을 불활성화 시킴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풍부한 식품의 공급을 보증할 수 있다. GMP에 규정

된 필요조건이 충족되는 한, 방사선 조사식품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확대적용을 통한 기

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자원의 장기 안전저장을 통한 식량간접증산 및 가격 안정화. 둘

째,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질병예방과 품질 경쟁력향상에 따른 국가 생산성

향상. 셋째, 화학 훈증제 사용 금지에 따른 대체기술. 넷째, 이용의 다양성 및 완전 밀봉포장 상태

로 살균․살충할수 있는 편리성. 다섯째, 국제교역에 있어서 법률의 조화 및 경제적 측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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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방사선기술(Radiation Technology, RT)과 타 첨단기술(생명공학, BT; 나

노기술, NT 등)과의 융합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신기술들은 국제적으로 그 독창성이 인정받고 있

고, 신기술로 개발된 식품, 의약품, 화장품용 고부가가치 천연 기능성 신소재 생산기술은 세계적으

로 관련 산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2009년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을 허가한

국가는 56개국으로 약 253개 식품품목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될 수 있다(IAEA, 2009). 금번 허가

를 상정한 식육류(가금육 포함)를 허가한 국가는 26개국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개구리 다

리의 위생화와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선 조사의 경우, 23개국 193개 기관에서 280여기의 전자선 조사장치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망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였고 사용 선종도 감마선, 전자선, X-선 등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

은 매우 의미 있는 미국의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제환경보호위원회(UNEP)가 의결한 Methyl

Bromide (MeBr) 등의 화학훈증제 사용 축소 및 금지규정에 따라 국제무역기구(WTO), 국제식물검

역위원회(IPPC) 및 식물위생검역기준(ISPM) 등에서는 방사선 기술을 국제 식량교역에서 검역관리

기술로서 활용하기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식량 수입국인 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

도 매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식품의 위생화를 위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조사선량이 미흡하다는 기술적인 문

제점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살균과 장기저장을 위해서는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

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 예로, 향신료의 경우, 프랑스는 11 kGy의 방사선조사를,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결핍환자들을 위한 완전 멸균식을

위해 네덜란드 당국은 75 kGy의 고선량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에서도 방사선 멸균 병원식을 위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군식량 이나

우주식품 등의 식품에도 방사선 조사기술이 적용되어 일부 품목은 실용화되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40여년 동안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화 연구결과는 재래적으로 이용되어 오던 타 방법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

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체방안으로서의 그 안전성과 경제성이 인식되어지고 있다. 비록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미생물학적, 화학적, 영양학적으로 안전한 식품을 확보하여도 방사선 조사식

품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와 수용성이 미약하다면 가치창출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따라서 본 기

술의 실용화는 소비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현행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

사선 조사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비교 홍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관계당국에

서도 본 기술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시 된다. 또한 지금까지 본 기술의 연구는 정

부주도 하에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자유로운 기술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참여 연구와 방사선 조사제품의 관리 및 적절한 홍보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식

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이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

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다져 나감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안전과

이익 보장은 물론 국민보건과 국가경제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기술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국가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대형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목적형 특수식품의 수요만족, 국가 재난시 비상식량계획의 원천적 지원체계구축

등 안전한 식품공급으로 국민 삶의 질 향상, 산업체 생산성 증진, 정부의 대국민 신뢰성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고선량 방사선 조사 적용 장기저장성이 확보된 목적형 식품 개발 및 전자선 등

식품조사 이용 방사선 종류 다양화 연구를 목표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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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국내외 동향

1. 기술발전 동향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은 ‘90년대 초반부터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뒷받침과 WHO/IAEA/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0년에

안전한 식품의 준비를 위한 WHO의 황금률 (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방사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금육을 선택해야한다” 라고 발

표하였다. 1992년 WHO/ICU(국제소비자 연맹)공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하였

고, 1995년 UR 협상에서 식품교역의 검역분쟁 해결과 식품 위생화를 위해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

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2001년 10월 23～25일 국제 방사선 식품조사 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ICGFI) 18차 회의(이탈리아, 로마)에서 방

사선 조사식품의 국제적 실용화 확대를 위한 규정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국제기구(WHO,

FAO, Codex 등)에 제안하여 협의하였다. 2002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논란”에 관해 EU

Committee에서는 기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조사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고 발표하여 조사식품의 안전성이 재검증됨에 따라 본 기술의 사용이 EU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Global Industries Analysts (GIA) 2005년 보고에 의하면, 동년 현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포함하여 52개국에서 250여종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였고, 이

중 30여개국에서 상업적 규모로 본 기술을 실용화하여 년간 수십만 톤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35%의 신장률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감마선 조사가 원자로에서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Co-60, Cs-137)를 이용한다는 이

유로 소비자 수용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방사선종간 처리 특성의 차이로 인해 전자선, X-선 등의 방

사선이 식품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선, X-선 조사는 발생장치를 통해 조사처리

가 진행되므로 기기작동이 간편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Beam 처리”로

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전자선의 경우,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은 약하나 빠른 처리속도와

Conveyor 시스템으로 햄버거 패티, 부분육(계육 포함), 해산물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식품의 조

사에 활발히 연구되었다. 2002년 미국 USDA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를 시점으로 전자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식육 가공품의 방사선 조사가 상업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와 전자선 조사의 특성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조사물품의 포장, 크기, 온도 조건 등 공정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

사선 조사선종이 다양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X-선의 이용은 전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아 아직 상업적 규모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미

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X-선 변환장치개발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식품조사 규모의 에너지 효

율을 갖는 발생장치가 상업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감마선 조사와 전자

선 조사 이용비율은 80:20 정도로 감마선 조사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향신료, 과일 등의

검역처리를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포장 후 선적이 용이한 감마선 조사가 활용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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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식육가공품 등 병원성 미생물 제어 등 식품의 위생화 개

선을 위한 방사선 조사는 전자선의 이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선 조사기술

의 산업적 활용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전자선, X-선 등 감마선 이외의 방사선 이용연구

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Food Irradiation Update News Letter (Minnesota Beef Council, 2010. 1.)에 따르면 영국의 한

연구결과에서 FDA/USDA 허가 받은 살균제, 농약, 제초제, 생육촉진제등이 동식물에서 제 역할

을 못하고 있다고 밝혀 화학적 보존기술의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 미국의 Dr. Harry Hull는 E.

coli와 Salmonella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선 분쇄육과 채소류에 방사선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

하였고, 실 예로 Oklahoma의 National Steak and Poultry사는 E. coli O157:H7 오염이 의심되는

112톤 소고기 회수하는 사태가 발생되기도 하였다. IAEA는 최근 지구온난화는 새로운 해충이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제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농생물학자들은 농작물의 나방을 제어하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을 이용하면 암컷 수컷 모두 불임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 나방의 숫자도 점

점 줄어들고 있다.

2. 국외 산업 현황

초기 방사선 조사된 식품범위는 향신료 및 한약재, 건조식물성 조미료, 신선과실 및 채소류(주

로 수‧출입), 밀가루 및 기타 곡류, 마쇄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닭고기, 해산물 및 기타 식품이

다. 식품조사 수입은 2005년도에 7억 6천 6백만 달러로 예상되었으며,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10

년에는 식품조사기술이 수입을 끌어 올려서 19억 달러가 될 것이며, 식품조사 수입은 2000~2010

년 기간에 연간 36%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크며 그 수입이 2005

년에 2억 8천 7백만 달러이며 2010년에는 5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아시

아, 태평양국가,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기타 세계시장이 39.5~46.6%의 시장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GIA, 2005).

가. 미국 및 캐나다

향신료와 식물성 조미료는 미국에서 중요한 방사선 조사식품이며 파파야와 분쇄 쇠고기가 소

량 처리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비용은 파운드당 1/2 cent부터 7 cent이며 제품의 형태, 방사선종,

처리 물량 및 조사 시설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방사선 조사 식품과 비조사 식품과의 가격 차이는

파운드당 5 cent 이하이며 방사선 조사된 식물성 약재와 향신료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과 같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 육류가 35개주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65파운드, 돼지고기는 52파운드, 닭고기는 약 80파운드가 소비되어, 연간 약 450

억 파운드의 방사선조사 가공육이 소비되는 셈이다.

방사선 식품조사 수입은 단순 처리비용만을 계상하였을 때, 2005년도에 766백만 달러로 예상되

었으며,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10년에는 19억 달러로 2000~2010년 기간에 연간 36%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수입이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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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87백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Canada에서는 현재 감자, 밀, 양파, 통 밀가루와 건조 조미료 제품만이 방사선조사 할 수 있도

록 허가되어 산업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확장하려고 하는 품목은 신선 및 냉동 가금육류, 가공 및

건조새우, 신선 및 냉동 쇠고기와 망고이다. 캐나다에서 식품조사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2005년에 6

천 3백만 달라(US)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수입은 급속도로 개선 되여 2006년에는 7천 9백 50만 달

러에서 2010년에는 1억 4천 9백 60만 달러로 될 것이며, 2000년 ~ 2010년 사이에 연간 성장률이

39.7% 이상 될 것으로 분석된다.

나. 유럽

방사선 조사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식품의 종류는 유럽의 나라에 따라 다르다. 현재 이 지역의

여러 회사에서는 건조 방향성식물성 약재, 향신료와 채소 조미료가 방사선 조사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최고 조사선량이 10 kGy로 제한되어 있다. 2005년도에 유럽은 전체 방사선조사 식품

의 약 14%가 계산 되었으며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입은 2005년에 1억 8백 60만 달러였으며 2006

년에는 1억 3천 7백만 달러로 예상되고 2010에는 2억 일천 3백만 달러가 될 것이며 2000~2010 기

간에 연간 성장률을 24.9%로 반영 한 것이다.

다. 아시아 등 기타 지역

식품조사 산업은 여타 세계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높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

나 방사선조사 기술침투는 저조 하다. 지역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동 및 라틴아메리카가 포

함되며 수입은 2005년도에 3억 6백 50만 달러이며 2010년에는 9억 8천 9백만 달러가 될 것이며

2000년 ~ 2010년간 CAGR 46.6%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중국 소비자는 1990년 이래 방사선조사 사과를 맛보았다. 1995년 이래 Belgium과 중국에서 방

사선조사 향신료, 조미료와 기타 식물성조 미료가 시판 되었다. 2004년 중국에서 약 10만 톤의

식품이 방사선조사 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마늘 이었다. 태국에서는 Nham라고 부르는 방사선

조사 발효 돼지고기 소시지가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대단한 인기를 얻어 대형 시장이 형성되

었고 이 지역에서 제품의 우수성이 선전 되었다. 1993년 방글라데시에서는 Chittagong에 있는 준

상업적 방사선조사 시설에서 처리된 방사선조사 수산물을 시판 하였다. 1990년대 초기 이래 남아

프리카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로 가공된 즉석식품이 저장기간이 연장되며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유통되었고, 이와 같은 식품은 옥외 활동과 하이킹, 사파리, 등산 등 대형 행사에서 큰 인기였다.

아르헨티나는 1985년에 방사선조사 양파와 마늘의 판매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기대이상으로 3일

만에 10톤이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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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별 관련규정

가. CODEX

CODEX에서 규정한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CODEX 국제식품규격의 일반 기준의 내용을 표 2

에 나타내었다(GENERAL STANDARD FOR IRRADIATED FOODS CODEX STAN 106-1983, REV.

1-2003).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적용 범위 (Scope)

이 기준은 방사선조사 처리된 식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검사를 목적으로 측정계기에 의하

여 조사된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사처리의 일반 규정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Process)

방사선원으로는 Co-60 또는 Cs-137에서 발생되는 감마선, 에너지량이 5MeV 이하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X선, 에너지량이 10MeV 이하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전자선을 식품조사에 사용할 수 있

다. 또한 식품의 최대흡수선량은 10kGy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각국 정부에 의해 허가를 받고 등록된 시설에서만 행할 수 있으며, 조사

시설은 안전성, 조사효과, 식품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사시설은 훈련된 요원

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조사시설 내의 조사처리 관리에 있어서도 선량측정을 포함하는 기록 등

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시설 및 기록은 국가가 요구할 때 항상 공개되어야 하며 조사

처리의 관리는 식품조사 실시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RCP 19-1979, ReV.1-2003)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사식품의 위생 (Hygiene of Irradiated Foods)

조사식품의 위생은 조사식품의 위생에 관한 일반규정(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CAC/RCP 1-1969, ReV.3-1997) 및 위생취급 규정(Code of Hygienic Practice)에 따라야 한다.

4) 기술적인 요구사항 (Technical recommendations)

○ 일반적인 요구사항 :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그 행위가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취급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식품조사는 우수위생규범 및 우수제조규범 또는 우수농

업규범의 대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식품의 품질 및 포장에 관한 요구사항 : 조사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포장 재료는 품질이 적

절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조사에 적합해야 된다. 식품 또는 포장 재료는 조사 전후

에 조사기술에 관한 필요사항을 고려하면서 우수제조규범에 의거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5) 재조사 (Re-irradiation)

해충의 방제를 목적으로 저수분식품(곡류, 두류, 건조식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기 조사처리의 일반규정에서 기술적인 요구사항까지의 항목에 따라 조사된 식품을 재조사해서

는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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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식품을 재조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식품안전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저선량으로 조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조사

한 경우

․ 조사된 식품소재가 5%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조사하였을 때

․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이온화방사선의 최대선량은 특정 기술적인 목적을 위한 가공

의 일부분으로써 1가지 이상의 이점이 있을 경우 재조사한 식품의 최대축적 흡수선량은 10

kGy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6) 방사선 조사 식품 품목별 처리 기준 (Post Irradiation Verification)

방사선 조사식품은 지난 50여년간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주도로 체계적인 연구가 추진되어

FAO/WHO/IAEA에서는 10 kGy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인정하였고,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각 국에 배포한 바 있다. 이상의

결론과 더불어 Codex 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Codex 일반규격 및 운영규정

을 채택하고 각 국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표 2. WHO/FAO/IAEA 및 Codex의 식품 방사선 조사 국제적 합의 규격

식품군 방사선조사 목적
기술적 선량범위

(kGy)
(min) (max)

식품군 1:
구근류, 근채류, 괴경식물

저장 중 발아억제 0.05 0.2

식품군 2:
생과일 및 신선야채류

a)숙도지연
b)해충구제
c)저장성 연장
d)검역관리*

0.3
0.3
1.0
0.15

1.0
1.0
2.5
1.0

식품군 3:
곡류 및 그 분말류, 건과류,
유지종자, 두류, 건조과일

a)해충구제
b)미생물 감균
c)발아억제(밤)

0.3
1.5
0.1

1.0
5.0
2.0

식품군 4:
어류, 해산물, 개구리다리, 민물
및 육상무척추동물
(신선 및 냉동)

a)병원성미생물 감균**
b)저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관리**

1.0
1.0
0.1

7.0
3.0
2.0

식품군 5:
가금육과 적색육 및 그 육제품
(신선 또는 냉동)

a)병원성미생물 감균**
b)저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관리**

1.0
1.0
0.5

7.0
3.0
2.0

식품군 6:
건조채소류, 향신료, 양념류,
동물사료, 건약재 또는 약용차

a)병원성미생물 감균**
b)해충구제

2.0
0.3

10.0
1.0

식품군 7:
동물 근원의 건조식품

a)해충구제
b)곰팡이 억제
c)병원성미생물 감소

0.3
1.0
2.0

1.0
3.0
7.0

식품군 8:
전통식품과 기타식품 -
건강식품, 환자식용 전통식품,
아라비아검 및 기타 증량제, 군
식량, 꿀, 우주식량, 특수향신료,
액상란(卵)

a)미생물 감균
b)멸균
c)검역관리

***
***
***

* 최소선량은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대해 정해질 수 있음.
** 최소선량은 식품의 위생적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정함.
*** 특정 목적과 식품 원료에 대해 정해지는 최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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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ropean Unions (EU)

EU 과학위원회(Science Committee)에서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을 1988년에 마련하였다. EU회원국은 발아지연 및 부패미생물과 유해미생물 제거를

위해 방사선 조사식품을 허가하는데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EU의 기준은 Directive 99/2/EC와

Directive 99/3/EC에 규정되어 있고 회원국은 이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

규제를 위해 영국과 같이 자국 규정을 사용 하는 국가도 있다.

Directive 99/3/EU 규정에서는 딸기, 파파야, 망고, 콩과류, 건조야채, 씨리얼, 근채류, 향신료,

새우, 가금육, 개구리 다리, 고무수액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된 식품

뿐만 아니라 방사선이 조사된 재료가 식품에 사용된 경우도 방사선 처리가 되었음을 표기해야 한

다. 또한 EU에서는 각 회원국 방사선 조사시설에 대한 사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방사선 조

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표 3).

표 3. EU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딸기 2 근채류 10

파파야 1 향신료 3

망고 1 새우 7

콩과류 10 가금육 5

건조야채 1 개구리 다리 10

씨리얼 0.2 고무수액 10

다. 유럽

1) 영 국

영국의 방사선 조사식품 규정은 UK Food Safety Act SI2490과 SI2489에 명시 되어있고 1991년

2월 13일 이후부터 방사선 식품조사가 허가되었다(표 4). 이 규정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표시는 조사 처리되지 않은 식품 내에 조사

된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방사선 조사되었음(irradiated) 또는 이온화 방사선으로 처

리되었음(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K SI 1990

No. 2490). 영국에서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존재하는 식중독 세균제거, 숙도지연, 부패지연

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폐기되는 식품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

사선 조사가 허가된 식품 품목은 과일류, 야채류, 곡류, 근채류, 향신료, 해산물, 가금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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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국에서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과일류 2 향신료 10

야채류 1 생선 및 해산물 3

곡류 1 가금류 7

근채류 0.2

2) 프랑스

독일과 반대로 프랑스는 많은 품목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1970년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표기에 관한 법령에서 irradié(방사선 조사되었음) 또는 traité par irradiation(방사선

조사로 처리되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1991년 법령에 의하면 traité

par ionisation(이온화로 처리되었음) 또는 traité par rayonnements ionisation(이온화조사 처리되

었음)이라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1972년에는 감자에 대해 0.75～150 Gy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였으며 그 후 5년에 걸쳐 발아억제를 위해 양파, 마늘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JECFI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Irradiation)의 1980년 발표 후에

더 많은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허용하였다(표 5).

표 5. 프랑스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튀긴 향신료 10 고무추출액 3

양파 0.075 재구성 닭고기 5

마늘 0.075 닭고기 부산물 5

파 0.075 냉동 개구리 다리 5

건조야채 및 과일 1 건조 혈액분 10

쌀가루 4 냉동새우 5

계란 흰자 3 카세인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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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벨기에

벨기에서는「Directive 1999/2/EC」에 의해 2002년 5월 28일에 Fleurus에 IBA Mediris S.A.

조사공장이 승인되어 11개 품목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표 6).

표 6. 벨기에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감자 0.15 고무추출액 3

양파 0.15 재구성 닭고기 5

마늘 0.15 냉동 개구리 다리 5

파 0.15 냉동 새우 5

야채 및 근채류 1 계란 흰자 3

딸기 2

4) 기타

유럽 기타국가의 방사선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을 표 7에 나타내었다. 이태리에서도

Directive 1992/3/EC에 동의하여 한 개의 상업용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감자(0.15 kGy), 고구마

(0.15 kGy), 마늘(0.15 kGy), 근채류(1 kGy), 씨리얼(1 kGy), 닭고기(7 kGy), 새우(3 kGy)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독립적인 규정은 없고 EU의 Directive/2/EC의 규정에

따라 EU가 인증한 상업적 조사시설(Gamma Service, Isotron Deutschland GmbH)에서 향신료와

건조야채에 대해 10 kGy 이하만 허가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Directive 1992/3/EC에 동의함에 따

라 두 개의 상업용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건조야채 및 과일(1 kGy), 고무추출액(3 kGy), 냉동 개구

리 다리(5 kGy), 계란흰자(3 kGy)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표 7. 유럽 기타국가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국가 허가품목 선량

이태리 감자 0.15

고구마 0.15

마늘 0.15

근채류 1

씨리얼 1

닭고기 7

새우 3

독일 향신료 10

건조야채 10

네덜란드 건조야채 및 과일 1

고무 추출액 3

냉동 개구리 다리 5

계란 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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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북미

1) 미국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많은 품목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는데 식품의 발아지연, 위해 미

생물 및 해충 제어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고 Federal Registration 12 CFR Ch. I

§179.26에 방사선 조사에 대한 허가 품목과 선량을 규정하고 있다(표 8).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된 원료가 식품에 사용된 경우 표시의무화 규정은 없다. 다른

국가와 다르게 미국은 돼지 도체에도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미국육류협회(2009)는 우육

도체에 대한 전자선 조사허가를 상정한 상태이다(http://www.meatami.com).

표 8. 미국의 방사선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돼지 도체 1 닭고기 편의식품 3

식품첨가용 효소 10 쇠고기 4.5

건조야채 30 분쇄육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4.5

파프리카 <30 계란 3

냉동 닭고기 3 씨앗 8

닭고기 3 우주식품(쇠고기) 44

어류 및 수산식품 5.5 구근류 0.15

곡류 및 곡류가공품 0.5 건조식육 25

신선과일 및 채소 1 향신료 30

2)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Health

Canada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표 9). 방사사선이 조사된 식품에 대하여

‘irradiated’ 또는 ‘treated with irradiation’ 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

가 10% 이상 식품에 사용된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망고의 경우는 수입할 때 해충

방제 목적으로 0.9 kGy까지 허용하고 있다. 식중독 세균 제어를 목적으로 가금육에는 3 kGy까지

조사시킬 수 있다. 새우는 위해 세균 및 부패세균을 제어하여 저장기간 연장 목적으로 5 kGy까지

조사를 허가하고 분쇄 쇠고기는 E. coli O157:H7 제거 목적으로 미국과 같이 4.5 kGy까지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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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케나다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망고 0.9 새우 5

가금육 3 분쇄 쇠고기 4.5

마. 아 ․태 지역 (Asia-Pacific Region)

1) 중국

중국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규정을 농업부에서 1982년에 재정하고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와 ICGFI (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의 Good Irradiation

Practice을 기초로 하여 1996년 Hygenic Controls of Irradiated Foods에서 10품목에 방사선 조사

를 허가하고 있다(표 10).

표 10. 중국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소고기, 닭고기 2.5 건조 과일 0.4

돼지고기 0.65 건조채소 및 향신료 10

신선과일 및 채소 1.5 육가공품 8

콩류 0.2 고구마로 만든 술 4

곡류 및 곡류가공품 0.6 구근류 1.5

2) 인도

인도에서는 원자력부(Atomic Energy Department)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규제하고 있고 법적

근거는 Atomic Energy Act에 명시되어 있다. Atomic Energy Act 2(h)와 9(2)(d)에 방사선조사 허

가 품목과 허가선량이 명시되어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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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도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양파 0.09 밀 및 밀가공품 1

감자 0.1 망고 0.75

냉동 해산물 6 건포도 0.75

향신료 14 무화과 0.75

쌀 1 대추야자 0.75

생강 0.15 마늘 0.15

식육제품 4

3)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를 구성하여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

다(표 12). 방사선 조사에 관련 규정은 Standard A17과 A19에 명시되어 있다. 방사선이 조사된 경

우엔 ‘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 또는 'Treated with ionizing electrons' 이라고 표시해야 하

고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가 포함된 식품에도 표시를 해야 한다.

표 12. 호주와 뉴질랜드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신선 과일 및 채소 1 구근류 1

건조채소 및 향신료 10

4) 일본

일본을 1973년 이래 감자에만 발아억제를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또한 단체급

식 및 외식산업증가로 인한 병원성 세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과 대장균 O-157의 발생으로 인해 현

재 일부 식품에 대하여 감마선 조사에 대한 규제폐기를 서두르고 있다.

5) 기타 아시아 국가

아시아 기타국가의 방사선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을 표 13에 나타내었다. 태국의 식품 방사

선 조사관련 규제는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저장성의 개

선을 목적으로 망고, 망고스틴, 론간, 리치, 람부탄, 파인애플에 대해 400 kGy이하의 방사선 조사

를 허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엔 베트남 원자력 위원회에서 제정한 규정을 바탕으로 식품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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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2년 Codex Standard를 바탕

으로 제정한 Malaysian Standard on Food Irradiation (MS1265:2007)과 Food Act 1983 Regulation

396(2)(a) 근거로 방사선 조사를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

서 Administrative Order 152s. 2004를 근거로 발아억제와 해충 및 미생물 제어를 목적으로 식품

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표 13. 아시아 기타국가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국가 허가품목 선량(kGy)

태국

망고

망고스틴

론간

리치

람부탄

파인애플

0.4

말레이시아

쌀

고추

냉동 새우

생강

코코아

파파야

냉동 닭

1.0

10

5

0.05

6

0.15

3

베트남

새우

가재

개구리 다리

건조 물고기

냉동 조개관자

냉동 해산물

냉동 과일

5

3

7.5

7

5.5

4

3

필리핀

근채류

과일 및 야채

곡류

견과류

콩류

건조과일

해산물

가금육

육류

향신료

축산동물 유래 건조식품

0.2

2.5

5

5

5

5

7

7

7

3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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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현황

가. 국내 기술 동향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국내 연구는 80년대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되기 시작

하였다. 연구개발의 재원은 199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 전까

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본사업으로 수행되었다. 1997년도 국가차원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방사선 조사식품 분야의 연구도 중장기 발전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

행되어지고 있다. 2009년도 현재 제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07년 - 2011년)에 의거하여 제4차 원

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선기술개발사업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2007년 - 2009년, 3년)를 수

행 중이다.

국내의 방사선 조사 연구는 감마선을 방사선원으로 연구하였으며, 2000년까지 대부분의 연구들

이 Co-60의 감마선을 조사선원으로 사용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전자선 조사기기와 EB-Tech(주)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전자빔 조사기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도

전자선 조사연구가 시작되었다.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2002년 - 2006년)을 통해 전자선 조사에

대한 기초, 기반연구가 수행되었고, 제 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2007년 - 2009년)에서 실용

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식품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감자, 양파, 마늘, 밤 등 농산물의 저장기간 연장 및 유통 중 품질유

지를 위한 저선량(< 1 - 3 kGy)의 방사선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에는 식품의 주요 부

패균,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한 방사선 영향연구 및 감수성 평가, 인삼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검역관리 연구, 식육 및 가공품, 수산식품 등의 안전공급 기술개발과 함께 방사선 조사시 식품의

관능품질 유지를 위한 병용처리 연구가 시작되었다. 2000년대에는 본격적인 식품가공기술의 한분

야로서 방사선 기술의 적용을 위한 병용처리기술을 개발하였고, 세계최초로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

한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다. 한편, 1998년에 세계보건기구(WHO, 1997)로부

터 고선량 조사식품(< 75 kGy)의 안전성(건전성) 평가가 보고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량에 구애

없이 식품의 안전저장과 위생적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왔다. 따라서, 국제적

인 연구동향에 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고선량 조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전개하였고, 2003부터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기술을 병용하여 8종의 우주식품(김치 : 25

kGy, 라면 : 10 kGy, 수정과 : 6 kGy, 생식바 : 10 kGy, 비빔밥 : 25 kGy, 불고기 : 44 kGy, 미역

국 : 10 kGy, 오디음료 : 6 kGy)을 개발하였다. 2010년부터는 안전한 식품개발과 국가재난/비상사

태시 구호식량의 안정공급, 환자, 영․유아, 특수 환경종사자 등을 위한 차별화된 식품 제공 등 급

변하는 주변 환경에서 부응하고 관련분야 기술고도화 및 산업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

을 확보할 계획이다.

나. 산업 동향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그린피아기술(주)]에 의한 국내 최초 상업

용 감마선 조사시설 설치, 산업화를 달성한 이래 1987, 1991, 1995,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

제기관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6개 식품품목(약 6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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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실용화 및 산업화 확대에 필수적인 기반

을 확립하였다(표 14). 2009년 현재 산업체 2곳[그린피아기술(주), 소야(주)]에서 상업적 감마선 조

사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2006년까지 평균 처리용량은 평균 5 kGy를 조사 기준으로 할 때, 50톤/일 규모이었으며, 향신

료 등이 가공식품 원료용으로, 기타 식품 및 식품원료가 수출목적으로 감마선 조사되었다. 그러나,

2007년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 개정 공고(2007-69, 2007년 10월 19일)이 후 식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급감하여 2009년 현재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일부 수출용 건조야채류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식품공전)에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이용하는 방사선 종류를 감

마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식품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전자선, X-선 등의 다양한 방사선의 이용

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선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 연구용 전자선 조사시설이 취약하고 단편적으

로 수행되어 왔고, 초보단계의 연구 수준에 있었으나, 2000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산업체 2

곳에 전자선 조사시설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내 연

구개발은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기초/기반연구 및 실용화 연구가 수행하여 일부 기술은 현재 선

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과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준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표 14. 국내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허가품목
허가조사선량

(kGy)
목적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생 및 건조)

7 kGy

7 kGy

5 kGy

발아, 발근억제

발아, 발근억제

살충, 숙도조절

건조향신료 10 kGy 살균, 살충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조미식품제조원료용전분

7 kGy

7 kGy

5 kGy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효모, 효소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7 kGy

10 kGy

7 kGy

7 kGy

7 kGy

10 kGy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및 두류 및 그 분말

조류식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분말차

침출차

5 kGy

5 kGy

7 kGy

10 kGy

10 kGy

10 kGy

10 kGy

살균

살균, 살충저장

살균, 살충, 물성개선

살균

살균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식품공전,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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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식품위생법(식품공전)상의 관리규정

현재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준은 식품공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현행 식품공

전의 “제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7)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

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

(1) 사용방사선의 선원 및 선종은 Co-60의 감마선으로 한다.

(2)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의 목적에 한하여,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

㉮ 감자, 양파, 마늘 : 0.15 kGy이하

㉯ 밤 : 0.25 kGy이하

㉰ 생버섯, 건조버섯 : 1 kGy이하

㉱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 5 kGy

이하

㉲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가공식

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효모·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 제품

류: 7 kGy이하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2차살균이 필요한 환

자식 : 10 kGy이하

(3) 일단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조사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5) 표시기준

※ 첨 부 3 : 2010년부터 시행중인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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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고선량 조사 식품공학 융합 기반기술 개발

1. 고선량 조사가 식품성분에 미치는 영향 평가

가. 고선량 방사선조사가 단백질(세리신)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필요성

세리신은 10 kDa부터 300 kDa까지의 넓은 분자량 대와 1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고

분자 단백질이다(Wei et al. 2005). 수용성으로써, 물에 잘 녹으며 극성용매, 산, 알칼리 용액,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쉽게 가수분해된다. 또한 다양한 가수분해 조건에 따른 가수분해시

세리신 분자의 크기는 온도, pH, 처리시간 등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20 kDa 이하

의 저분자 세리신 펩타이드 또는 세리신 가수분해물들은 피부나 머리보호 제품과 건강제품

그리고 약제를 포함한 화장품 등에 사용되어왔다. 20 kDa 이상의 고분자 세리신 펩타이드

또한 의학생재료, 기능성 멤브레인, 하이드로겔, 그리고 기능성 섬유로서 대부분 사용되어 왔

다 (Ogawa et al. 2004).

한편, 감마선, 전자선과 같은 전리방사선은 독특한 생물학적 작용을 지니고 있어서 식품에

오염된 미생물이나 해충을 사멸시키고 발아를 억제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저장 기술로 인식

되고 있다(Kwon et al. 1994, 1999). 이러한 방사선 에너지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IAEA 및

WH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 공인하고 있는데 감마선 조사 기술의 이용성 증대를 위한 연구

와 함께 최근 전자선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1998). 전자선은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이 약해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으나, 식품성분 변화를 최소화하고 설

비비용이 감마선 조사시설보다 저렴하며 처리 시간이 매우 짧고 조사선량의 조절이 용이하

고,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수단으로 감마선 조사의 대체 기술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Johnson and Marcotte 1999; Ko et al. 2005). 최근 이러한 전리 방사선

의 특성을 이용하여 저분자 베타글루칸의 개발, 알레르기원성 저감화, 해조류 성분의 추출율

증대 등의 다양한 물질들에 관한 적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리신은

섬유산업에서 실크를 생산하기 위한 부산물로써 생산되어지고 또한, 다량으로 폐기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실크 섬유의 부산물로 폐기되고 있는 세리신이 재활용되어진다면

현저한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 이익이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되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가 실크 세리신 단백질의 구조적인 특성 변화와 그에 따른 생리적 활성의 변화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누에고치에서 세리신 단백질의 추출

실험에서 사용된 세리신은 누에고치로부터 추출하여 사용 하였다. 누에고치 10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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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w/v)농도의 탄산나트륨(Na2CO3) 수용액 500 ml을 가한 후, 90oC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

고, 여과지로 여과하여 피브로인 견사를 제거하였다. 제거된 용액을 멤브레인(molecular

weight cut-off of 2,000 Da, Spectrum Laboratories Inc., Rancho Dominguez, CA, USA)을

이용 탄산나트륨을 제거한 후 동결 건조하여 세리신 분말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리신 수용액의 방사선 조사

세리신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cobalt-60 irradiator에서 조사되

었다. 선원의 크기는 약 11 PBq이었으며 선량율은 시간당 10 kGy이었다. 흡수선량 확인은 5

mm diameter alanine dosimeters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로 하였으며,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다. 실

크 세리신 분말을 증류수에 1 mg/ml의 농도가 되도록 녹인 후, Co-60 감마선조사 시설

(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5, 10, 50, 100, 150 및 20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 용액은 4℃에 보관하

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전기영동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실크 세리신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감사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 용액을 4–20% Nu-PAGE Bis–Tris gels (Invitrogen, San Diego, CA, USA)에 well당

28.3 μg씩 로딩한 후, Nu-Page MES SDS running buffer system (Invitrogen)에서 100 V에서

1시간동안 방치 하였다. 젤은 Commassie Brilliant Blue R-250 단백질 염색용액에 의해 염색

되었고, 단백질 스텐다드 마커(SeeBlue Plus2 pre-stained standard protein marker)를 사용하

여 단백질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UV 스펙트럼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실크 세리신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실크 세리신 분말을 1

mg/ml의 농도로 용해시킨 후 spectrophotometer (UV-1601PC, Shimadzu C., Tokyo, Japan)

을 이용하여 200-800 nm의 범위에서 UV-VIS 스펙트럼으로 분석하였다.

CD 스펙트럼 분석

Circular dichroism (CD) spectra는 150-W xenon lamp가 장착된 Jasco J-715

spectropolarimeter (Japan Spectroscopic)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Far-UV spectra는 190-250

nm 의 영역에서 측정하였고 시료(0.2 mg/ml)는 pH7.2의 PBS 용액상태에서 분석되었다. 시

료는 질소가스로 purge시켰으며 1 mm의 cuvette을 사용하였다. 3 반복으로 해당 영역을 분

석하여 평균을 구했으며 PBS에 대해 측정된 값을 빼서 계산하였다. CD spectra의 단위는

residue ellipticity (degree cm2/dmol)로 표시하였다.

FT-IR 분석

감마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 단백질의 1차원적인 구조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하여 FT-IR

(Fourier transform infrared) 스펙트럼을 분석하였다. FT-IR spectra는 펠렛법을 이용하여

KBr 분말과 파우더 샘플을 1:50으로 섞은후 100 kg/cm2의 압력을 8분간 주어 펠렛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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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여능(%) =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저해능(%) = ( 1-
A - C

) × 100
B

여 Bruker Spectrometer VERTEX 70 FTIR system(Bruker, Ettlingen,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PC를 통한 분자량 분석

선량별 감마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 단백질의 분자량을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PLC

system은 Waters Allience HPLC system (Mo. 2690, MA, USA)에 PL aquagel-OH column

(300 × 7.5 mm, 8 ㎛, Polymer laboratories, Ltd, UK)을 사용하였다. 0.1 M Sodium nitrate

를 이동상으로 하여 1 mL/min의 유속으로 하여 40분간 이동시켰다. GPC용 표준물질

(Pullulan standard)은 Showa Denko사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각 시료의의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1958)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St Louis MO, USA) 1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 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용액을 분광광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되었다.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활성 측정

Tyrosinase 활성저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Flurkey 등의

방법(1991)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ushroom tyrosinase(100 unit/mL, Sigma)를 0.2 mL, 기질로

서 DOPA 0.4 mL,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0.2 mL의혼합액에 시료 0.2 mL을첨

가한후 25℃에서 15분간 반응시켜분광광도계 (UV 1600 PC, Shimadzu)를 이용하여 475 nm에

서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저해능으로 환산하였다. Tyrosinase 저해능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A : 시료 자체의 흡광도

B : 시료대신 70% ethanol을 첨가한 흡광도

C : 효소액 대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광도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Nie et al. 197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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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중위검정을 실시하

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전기영동

감마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 단백질의 단백질 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SDS-PAGE를

통하여 젤 상에서 단백질의 분포를 조사하였다(Fig. 1-1). 감마선 조사된 실크 단백질의 경우

비조사구에 비하여 낮은 분자량대(3~50 kDa)의 단백질의 분포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대조적으로 높은 분자량대(50 kDa 이상)의 단백질의 분포는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 되

었다. 따라서 실크 세리신 단백질의 감마선 조사는 조사선량에 의존적으로 분자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1. SDS-PAGE analysis of the gamma-irradiated sericin at 0, 5, 10, 50, 100, 150, and

200 kGy, respectively. M indicates standard markers and the numbers on the left

side indicate the molecular weight (kDa) of the standard marker.

UV 스펙트럼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실크 단백질의 구조변화 확인을 위해 UV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실

험하고 그 결과를 Fig. 1-2 에서 제시하였다. UV absorption spectra는 단백질 표면의 방향족

아미노산의 곁사슬의 흡광도에 의해 구조적인 변화를 보여준다. Phenylalanine, tyrosine 그리

고 tryptophan, 이 3가지 아미노산들은 방향족 곁사슬은 가진다. 결합고리를 가지는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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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 같은 방향족 아미노산은 spectrum의 자외선 영역에서 빛을 흡수한다. Tyrosine 과

tryptophan은 대부분의 UV 흡광도가 280 nm영역에서 밝혀진다. Tryptophan은

phenylalanine보다 100배가량 흡수율이 강하며 phenylalanine 은 대부분 206 nm에서 측정되

어 진다. Fig. 1-가-1-2 에서 제시한 것처럼, 방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의 흡광도는 선량이 증

가 할수록 260 nm와 280 nm에서 증가 되었다. UV 흡광도의 변화는 방사선에 의한 구조적

인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는 단백질의 구조의 분열에 의해 tryptophan과

tyrosine 같은 내부의 아미노산들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선량이 증가 할수록 혼탁도

또한 330 nm에서 증가 되었다.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최대한의 흡수 파장 영역은 214 nm에

서 였다. 이러한 결과는 peptide 결합들이 UV영역에서 세리신이 주로 흡수되는 그룹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 실험은 위의 이러한 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

Fig. 1-2. UV absorption spectra of gamma-irradiated sericin at 0, 10, 50, 100, 150, and 200

kGy, respectively.

CD 스펙트럼 분석

Circular dichroism (CD) spectroscopy는 구조불균형에 인해 발생하는 left-handed

polarized light와 right-handed polarized light의 흡수차이를 측정한다. CD spectroscopy는

far-UV spectral 영역 (190-250 nm)에서 이차 단백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 이 파장에서 발색

단은 단백질 결합이고, 이 결합이 a regular, folded environment, alpha-helix, beta-sheet,

random coil structures에 위치할 때 각각 독특한 모양과 크기의 CD spectrum을 나타낸다.

208, 220 nm에서 나타나는 각각 두개의 negative peaks는 α-Helix secondary 형태의 단백질

이고, 214 nm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β-sheet secondary 형태의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세리신

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차구조가 변형된다(Fig. 1-3). 방사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α-Helix

이차구조는 감소되고 반면에 β-sheet, β-turn, Random coil은 α-Helix 이차구조 감소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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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증가한다. Lee 등은 용액상에 있는 단백질을 조사시키면 발생된 산소라디칼에 의

해 단백질의 공유결합이 쉽게 깨져 정렬된 구조가 무너지기 때문에 2차와 3차 구조가 변형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β-turn 구조는 단백질의 1번째 카보닐기와 3 번째 아민기 사이에 수

소결합을 이룬 4개의 잔기로 구성되어 있다. β -turn은 구상단백질을 이루는 일반적인 요소

로써 구상단백질 표면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이들은 폴리펩티드 사슬의 방향을 반전시킴으

로써 구조 접힘을 촉진시킨다. 따라서 β-turn은 천연단백질의 구조 접힘에 있어 중요한 요소

로써 작용한다.

Fig. 1-3. The contents of the secondary structural conformations from the far-UV CD

spectra of the gamma-irradiated sericin at 0, 5, 10, 50, 100, 150, and 200 kGy,

respectively.

GPC를 통한 분자량 분석

Fig. 1-4은 감마선 조사선량별 평균 분자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조사되지 않은 실크 세리신

의 분자량은 6 kDa 이하에서 나타났다. 5 kGy와 10 kGy에서 조사된 실크 세리신의 분자량

또한 비 조사된 실크 세리신과 비슷한 분자량을 보였다. 그러나 10 kDa이상의 조사된 실크

세리신 즉, 50, 100, 150 그리고 200 kDa 에서 분자량이 각각 8, 30, 47 그리고 135 kDa으로

관찰 되어 졌다. 이러한 결과들은 선량이 증가 할수록 구조적 변화에 의해 분자간의 재 결합

이 증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517 nm 에서 흡수되는 특징을 가진 안정된 유리기인 DPPH

는 실크 세리신의 radical 소거능력의 연구를 위해 사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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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GPC analysis of the average molecular weight of the sericin 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Bars represent the mean ± S.D. Th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p < 0.05).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활성산소는 생체 조직을 공격하여 세포를 산화, 손상시키는 주범이며 유해산소라고도 한

다. 생체에는 정상적인 대사과정 중 지속적으로 생기는 이러한 활성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

화효소계(예를 들어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

reductase) 와 여러 항산화화합물 (vitamin C, vitamin E, gluthathion, uric acid,bilirubin,

carotene) 등이 존재함으로서 활성산소종의 생성과 제거사이에 균형을 갖추어 세포기능을 유

지하고 있다(Babior 2000). 하지만 활성산소종이 너무 많이 생성되거나 항산화시스템의 기능

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세포는 활성산소 종에 의해 유해 작용을 받는데 이를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stress)라고 한다. 활성산소는 세포나 세포소기관에 손상을 초래하기도 하며 생체

내 여러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산화시켜 단백질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Cooke et al. 1997;

Farinati et al. 1998). DPPH는 생체내에 존재하는 라디칼은 아니지만 그 자체가 홀수 전자를

갖고 있어 517 nm 에서 강한 흡광도를 나타낸다. 따라서 항산화능이 있는 물질 (전자공여능)

과 반응하게 되면 안정한 형태로 돌아가면서 흡광도 값이 감소한다. Fig. 1-5는 방사선 조사

선량별 실크 세리신의 항산화 효과 변화를 나타낸다. 방사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의 DPPH

radical 소거능력은 같은 농도에서 비조사구(0 kGy)와 비교 하였을 때 선량이 증가 할수록

항산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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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gamma-irradiated sericin at 0, 5, 10, 50,

100, 150, and 200 kGy, respectively. Bars represent the mean ± S.D. Th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p < 0.05).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활성 측정

사람 피부에 있는 멜라닌 색소는 UV에 의한 손상을 보호해주는 주요한 mechanism이다.

그러나 melasma, freckles, senile lentigines 그리고 과도한 색소 같은 비정상 색소형성은 바

람직하지 않은 것들을 야기 시킨다. 티로시나제는 사람의 피부에 멜라닌 생합성을 초래하며

티로시나제 억제제 들은 미백 효과를 위한 화장품에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실크 세리신의 미백활성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티로시나제 저해 효과를 측정 하

였다. 감마선 조사된 실크 세리신은 모두가 비 조사된 것보다 더 높았으며,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티로시나제 저해 효과 또한 증가함을 보였다 (Fig. 1-6).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실크 세

리신은 티로시나제 활성에 있어서 강한 억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감마선 조사된 세리신은

비조사구와 비교했을 때 보다 높은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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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the gamma-irradiated sericin at 0, 5, 10, 50,

100, 150, and 200 kGy, respectively. Bars represent the mean ± S.D. The letters

indicat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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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선량 방사선조사가 단백질(피브로인)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필요성

오래전부터 실크 단백질은 오직 의류용 실크(clothing silk)로만 사용되어져 왔으나, 최근

생화학 및 의학적 용도로의 응용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어 새로운 생체재료(biomaterial)로 주

목을 받고 있으며 실크 피브로인의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왔다. 실크 피브로인을

급여한 쥐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치와 혈당치가 낮아지고 알코올 흡수가 저해되는 효과가 밝혀

졌으며 (Luo et al. 1993), sulfate기로 반응시킨 피브로인의 경우에는 anti-HIV 활성을 나타내

기도 하였다(Gotoh et al. 20000). 그러나 이러한 많은 연구와 환경 친화적인 실크 단백질임에

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브로인의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 및 의약품 소재로의 활용을 위

한 기능성의 개선과 같은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한편, 감마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저장 중

영양 및 관능적인 품질의 저하 없이 병원성 및 부패성 미생물을 없애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으로 알려져 있고(Byun 1994), 전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감마선 조사기

술은 잔류독성이 전혀 없고 식품 원래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

되고 있으며(Thayer 1990), 가공 적성 및 기능성 증진을 위해서까지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있

다(Lee et al. 2001). 한편 방사선의 조사는 식품 뿐만 아니라, 그 영역이 의약품이나, 미용제

품에까지 확대 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실크 산업으로부터 피브로인의 실용적인 사용과

식품에 적용을 위해 상기한 바와 같은 피브로인의 기능성 증진 기술이 절실하게 대두되어 왔

다.

단백질은 동일한 기초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 20개의 아미노산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러

다른 잔기를 가지고 있다. 아미노기는 방사선 조사에 민감하지만 아미노기에 의해 연결된 펩

타이드 결합과 단백질의 형성으로 잔기의 아미노기가 손상되지만 펩타이드 결합에 있는 아미

노기는 그렇지 않다. 또한 방향족 및 황함유 아미노산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radicals

에 민감하다. Radical과 반응하는 이러한 아미노산들은 aliphatic 아미노산에 비해 빨리 반응

하게 된다. Cystine에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cysteine radical, hydrogen, hydrogen sulfide

과 cystiene을 형성하고 이황화결합과 수소결합을 파괴한다. 이러한 결합의 상실은 단백질 구

조의 변성을 야기하게 된다. 단백질에서 방사선에서 유도된 반응들은 peptide chain의 접힘,

이 chain들간의 disulfide bond, 수소결합, 소수성 결합 혹은 이온 결합과 같은 2차적인 결합

력과 같은 복잡한 구조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는다. 방사선 조사는 단백질의 파편화와 응집

화를 이끌게 된다. Disulfide bond의 파괴는 더 작은 단백질로 분해를 시킬 수 있고 내부 분

자들간의 결합을 통해 polypeptide간의 결합을 일으켜 응집화를 일으킬 수 있다 (Diehl,

1995; Urbain, 1986).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된 피브

로인 단백질의 구조 변화 및 기능성에 관하여 연구 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누에고치에서 피브로인 단백질의 추출

실험에서 사용된 피브로인 단백질은 누에고치로부터 추출하여 사용 하였다. 누에고치 10 g

에 5%(w/v)농도의 탄산나트륨(Na2CO3) 수용액 500 ml을 가한 후, 90
o
C에서 1시간 동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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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하고, 여과지로 여과하여 용해된 세리신을 제거하였다. 열수를 이용하여 잔사를 수차례 세

척함으로써 잔여 세리신과 탄산나트륨을 제거하였다. 이로써 세리신이 제거되어 피브로인만

남아있는 피브로인 견사를 얻었다. 이 피브로인 견사는 CaCl2-H20- Ethanol (Oguz et al.

2005) 3성분 용액을 사용하여 용해시켰다. 용해된 피브로인 용액은 투석막에 넣어 증류수에

3일간 투석한 후 동결건조하여 분말상태의 피브로인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피브로인 단백질의 방사선 조사

피브로인 시료의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의 코발트-60 조사

기(cobalt-60 irradiator)에서 조사되었다. 이때 선원의 크기는 약 11.1 PBq이었으며, 선량율은

시간당 10 kGy이었다. 흡수선량 확인은 5 mm 다이어미터 알라닌 도시미터(diameter alanine

dosimeters ;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로 하였으며, 도시메트리 시스템

(dosimetry system)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하여 표준화한 후에 사용하였다.

실크 피브로인을 증류수에 1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녹인 후, Co-60 감마선 조사 시설

(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여 분자구조가 변형된 피브로인 용액을 제조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 용액은 4℃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UV 스펙트럼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의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조사된 실크 수용

액을 1 mg/ml의 농도로 물에 희석시킨 후 spectrophotometer (UV-1601PC, Shimadzu C.,

Tokyo, Japan)을 이용하여 200-800 nm의 범위에서 UV-VIS 스펙트럼으로 분석하였다.

CD 스펙트럼 분석

원편광 이색성 스펙트럼(circular dichroism spectra ; 이하 CD spectra라 한다)은 150-W 제

논 램프(xenon lamp)가 장착된 Jasco J-715 스펙트로폴라리미터(spectropolarimeter ; Japan

Spectroscop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자외선 스펙트럼(far-UV spectra)은 190-250nm 의

영역에서 측정하였고, 시료(0.2 mg/ml)는 pH7.2의 PBS 용액상태에서 분석하였는데, 상기 시

료는 질소가스로 세척하였으며, 1 mm의 커비트(cuvette)을 사용하였다. 3 반복으로 해당 영

역을 분석하여 평균을 구했으며, PBS에 대해 측정된 값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는데, 이때 CD

spectra의 단위는 잔여타원률 (residue ellipticity) (degree cm
2
/dmol)로 표시하였다.

GPC를 통한 분자량 분석

선량별 감마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의 분자량을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PLC

system은 Waters Allience HPLC system (Mo. 2690, MA, USA)에 PL aquagel-OH column

(300 × 7.5 mm, 8 ㎛, Polymer laboratories, Ltd, UK)을 사용하였다. 0.1 M Sodium nitrate

를 이동상으로 하여 1 mL/min의 유속으로 하여 40분간 이동시켰다. GPC용 표준물질

(Pullulan standard)은 Showa Denko사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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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공여능(%) =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저해능(%) = ( 1-
A - C

) × 100
B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감마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의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1958)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시료 1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St Louis MO,

USA) 1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 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용액을 분광광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

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되었다.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활성 측정

감마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의 미백활성을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활성을 통하여 측

정하였다. 타이로시네이즈활성저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Flurkey 등의 방법(1991)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ushroom tyrosinase(100 unit/mL, Sigma)를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0.2 mL의혼합액에 시

료 0.2 mL을 첨가한 후 25℃에서 15분간 반응시켜 분광광도계 (UV 1600 PC, Shimadzu)를 이용

하여 475 nm에서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저해능으로 환산하였다. Tyrosinase 저해능 환

산식은 다음과 같다.

A : 시료 자체의 흡광도

B : 시료대신 70% ethanol을 첨가한 흡광도

C : 효소액 대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광도

암세포 독성

본 실험에 사용된 세포들은 AGS(위암; stomach cancer), HT-29(결장암; colon cancer) 그리

고 RAW264.7(마크로파지 세포)이며, 한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으로부터 분양받

아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상기 B16BL6와 RAW264.7 세포주는 100 U/ml 페니실린

과 100 U/ml 스트렙토마이신 및 10% 소혈청(fetal bovine serum)이 함유된 EMEM 및

DMEM 배지를 사용하였고, AGS와 HT-29는 100 U/ml 페니실린과 100 U/ml 스트렙토마이

신 및 10% 소혈청이 함유된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여 37℃,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

양하였다(Cederbrant et al. 2003). 실크 피브로인에 의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세포독성 평가

는 MTT [3- (4,5-dimethylthiazol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 방법에 의해서

실험하였다. 각각의 암세포와 정상세포는 96 웰플레이트(well plate)에 웰당 3 * 104cells/well

의 농도로 분주하였다. 각각의 실크 피브로인 시료는 농도 5 mg/ml로 96 웰플레이트에 가

하였다. 상기 플레이트를 37℃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5 mg/ml의 농도의 MTT 시약을 각각

의 웰에 30 ul씩 가하였고,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20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하고, 상등액을 제거한 후, 100ul의 DMSO (dimehylsulfoxide)를 첨가하고, 37℃에서 5분간

반응 후,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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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을 이용한 항암 활성 측정

배양된 B16BL6(피부암) 세포를 C57BL6 마우스에 5 * 105cells/mice로 피하 주사를 통해서

등 부위에 접종하고 마우스당 2.5 mg의 방사선 조사(50, 150 kGy) 및 비조사(0 kGy)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을 경구로 500 μl의 증류수와 함께 7일동안 투여 하고, 2주 후 마우스를 희

생하여, 암세포의 무게를 관찰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Nie et al. 1970)에서

프로그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중위검정을 실시하

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UV 스펙트럼 분석

UV 흡수 스펙트럼(UV absorption spectra)은 단백질 표면의 방향족 아미노산의 곁사슬의

흡광도에 의해 구조적인 변형을 보여준다. 페닐알라닌(phenylalanine), 티로신(tyrosine) 그리

고 트립토판(tryptophan)과 같은 상기 3가지 아미노산들은 방향족 곁사슬을 가지는데, 결합고

리를 가지는 대부분의 화합물과 같은 방향족 아미노산은 스펙트럼(spectrum)의 자외선 영역

에서 빛을 흡수한다. 티로신과 트립토판은 대부분의 UV 흡광도가 280 nm 영역에서 밝혀지

는데, 트립토판은 페닐알라닌보다 100 배가량 흡수율이 강하며, 페닐알라닌은 대부분 260 nm

에서 측정되어 진다. 감마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의 경우 흡광도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260

nm와 280 nm에서 증가되는데, 상기 UV 흡광도의 변형은 방사선에 의해 구조적인 변형이

있음을 보여 준다 (Fig. 1-7). 이러한 구조적인 변형은 단백질 구조의 분열에 의해 트립토판과

티로신과 같은 내부의 아미노산들이 밖으로 드러났기 때문으로서, 방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혼

탁도 또한 330 nm에서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최대한의 흡수파장

영역은 214 nm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펩타이드 결합들이 UV 영역에서 피브로인이 주로

흡수되는 그룹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본 실험예 1은 이러한 결과들을 뒷받침해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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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UV spectra of β-glucan after gamma irradiation at various doses (0, 5, 10, 30, 50,

100, 150, and 200 kGy).

CD 스펙트럼 분석

CD 스펙트로스코피(CD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구조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좌회전

편광(left-handed polarized light)과 우회전 편광(right-handed polarized light)의 흡수차이를

측정할 수 있는데, 상기 CD 스펙트로스코피는 원자외선 스팩트럼far-UV spectral 영역

(190-250 nm)에서 이차 단백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이 파장에서 발색단은 단백질 결합이고,

이 결합이 정상 접힘 상태(regular, folded environment), 알파-헬릭스(alpha-helix), 베타-시트

(beta-sheet) 또는 랜덤 코일 구조(random coil structures)에 위치할 때 각각 독특한 모양과

크기의 CD 스펙트럼을 나타낸다. 208, 220 nm에서 나타나는 각각 두개의 네거티브 피크

(negative peaks)는 알파-헬릭스 이차구조(a-Helix secondary structure) 형태의 단백질이고,

214 nm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베타-시트 이차구조(b-sheet secondary structure)형태의 단백질

로 알려져 있다. 피브로인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차구조가 변형되는데(Fig. 1-8) 방사선 조

사량이 증가할수록 알파-헬릭스(a-helix) 이차구조는 감소되고, 반면에 베타-시트(b-sheet), 베

타-턴(b-turn), 랜덤 코일(random coil)은 알파-헬릭스 이차구조의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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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The contents of the secondary structural conformations from the far-UV CD

spectra of the gamma-irradiated sericin at 0, 5, 10, 50, 100, 150, and 200 kGy,

respectively.

GPC를 통한 분자량 분석

Fig. 1-9는 감마선 조사선량별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의 평균 분자량의 변화를 나타낸다.

GPC를 통한 분자량 분석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의 분자량이 증가 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조사되지 않은 실크 피브로인의 분자량은 5 kDa 이하에서 나타났으며, 5 kGy와 10

kGy에서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의 분자량이 각각 320, 5765 kDa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

과들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구조적 변형에 의해 분자간의 재결합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 kGy이상의 흡수 선량으로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의 경우 분자량이 검출 한

계 이상으로 증가하여, 검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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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GPC analysis for average Mw distribution of the gamma-irradiated fibroin. ND:

can not determine due to out of determination range. Bars represent the mean ±

S.D.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517 nm 에서 흡수되는 특징을 가진 안정된 유리기인 DPPH 라디칼은 실크 피브로인의 라

디칼 소거능력의 연구를 위해 사용되었는데, 방사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의 항산화 효과를

Fig. 1-10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의 DPPH 라디칼 소거능력은 같은 농

도에서 0 kGy의 것 보다 더 높았고, 선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능력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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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fibroin irradiated at various doses. Bars represent

the mean ± S.D. The letters indicat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control (p < 0.05).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활성 측정

Tyrosinase는 피부 기저층에 있는 melanocyte의 melanosome에서 tyrosine 혹은 DOPA를

기질로 하여 피부의 색소 성분인 melanin을 생합성하는데 있어서 key enzyme으로 작용하는

효소이다. Melanin은 생물체에 매우 널리 분포되어 있는 색소로 quinone과 hydroquinone

monomer unit의 중합체이다. 주로 암갈색 또는 적갈색이며 tyrosinase의 작용에 의한

quinone의 생성이 선행된 후에 아미노산 혹은 단백질과의 중합 반응에 의해 합성된다.

Tyrosinase 저해 활성은 피부암과 melanin 색소침착으로 인한 피부 질환의 치료 능력 때문에

임상학적으로 사용 가능할 뿐 아니라 햇볕에 탄 후 피부의 색소탈색과 미백 능력 때문에 화

장품 산업에서 매우 중요하다(29). 방사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의 미백활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타이로시네이즈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 1-11에 나타내었다. 감마

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은 모두가 비조사된 것보다 티로시나제 저해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또한 조사선량에 의존적으로 미백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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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of fibroin irradiated at various doses. Bars

represent the mean ± S.D. The letters mean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with the control (p < 0.05).

암세포 독성

방사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의 암세포 독성을 Fig. 1-12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

한 암세포는 HT-29 (결장암), AGS (위암)이다. 상기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하여, MTT 환원 검정법(MTT reduction assay)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대조

구와 비교하여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HT-29의

세포독성은 39%까지 증가하였으며, B16BL6의 세포독성은 48%까지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AGS의 세포독성은 87%까지 증가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과 비 조사된 실크 피

브로인의 세포독성을 비교해 볼 때, 모든 선량에서 비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 보다 세포독성

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Anna Chiarini등 은 실크 피브로인이 인간세포(human cells)

의 성장을 도와 준다고 보고하였는데Anna Chiarini, Paola Petrini, Sabrina Bozzini, Ilaria

Dal Pra and Ubaldo Armato (2003) Silkfibroin/poly(carbonate)-urethane as a substrate for

cell growth: in vitro interactions with human cells Biomaterials,Volume 24,Pages 789-799),

상기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방사선 조사된 실크 피브로인의 정상세포에 대한 효과를 실험한

결과를 Fig. 1-13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실크 피브로인의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을 통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실크 피브로인은 비

조사구에 비해, 암세포의 독성은 증가하지만,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감소함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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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Cytotoxic effect of gamma-irradiated silk fibroin against HT-29 (A), AGS (B).

Each spot represent the mean ± 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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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Cell survival of gamma-irradiated silk fibroin against normal cell line (RAW

264.7). Each spot represent the mean ± S.D

실험동물을 이용한 항암 활성 측정

In vitro 모델에서 암세포 독성이 실험동물에서도 유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동물

모델에서 항암실험을 진행 하였다. 항암 실험은 마우스에 암세포를 접종 시킨후 방사선 조사

및 비조사된 피브로인 수용액을 경구로 투여 하였을 때 암세포의 무게를 측정하여 암세포 성

장억제에 관하여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군은 앞선 실험에서 효과가 높았던 50 kGy 및 150

kGy를 사용 하였다. 암 세포 접종 2 주후 암세포를 마우스로부터 분리하여 그 무게를 측정

한 결과 방사선 조사된 피브로인을 투여한 그룹에서 암세포의 무게가 가장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났고 (Fig. 1-14), 이는 앞선 암 세포 독성 실험에서와 유사하게 결과 되어졌다. 따라서, 방

사선 조사된 피브로인은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항암 효과를 증진되었다고 사료된다.

Fig. 1-14. Anti-tumor activity of gamma-irradiated silk fibroin in tumor bearing mous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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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선량 방사선 조사가 탄수화물(베타글루칸)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필요성

베타글루칸(β-glucan, BG)은 인체의 면역기능을 강화시키는 biological response modifiers

(BRM)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Wood, 1986). 베타글루칸은 공통적으로 β-1,3-linked-D-gluco

pyranosyl unit이 기본골격이며, β-1,6이 결합한 형태도 존재한다(Yamada, 2000). 고분자 다

당류인 베타글루칸은 점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식품산업에서 점성 또는 겔형성을 증진시

키기 위한 천연 hydrocolloids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다(Dawkins & Nnanna, 1995). 그러나,

베타글루칸은 점성이 높고 용해도가 낮은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산업분야에 제한적으로 이

용되고 있다(Carr et al., 1990; Wood, 1986).

베타글루칸의 중요한 약리적 효능은 항암작용으로서 암세포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보다는

면역체계를 활성화함으로서 간접적으로 효능을 나타내게 되며(Kraus & Franz, 1991), 항암작

용 외에도 항알러지, 항균, 항바이러스, 항응고제 및 피부재생에도 효과가 있다(Jamas et al.,

1991). 이렇게 다양한 베타글루칸의 효능은 다양한 생물체에서 유래한 베타글루칸의 분자량,

분지도 및 3차 분자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Borchers et al., 2004), 생물체에서 추출되

거나 세포외로 생산되는 천연 베타글루칸 대부분은 약리적으로 최적인 분자량과 분지도 등

의 조건을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Shin & Lee, 2003).

현재까지 베타글루칸의 단점을 개선, 즉 베타글루칸의 점성을 감소시키고 용해도와 기능적

특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산 가수분해 (Bohn & BeMiller, 1995; Hasegawa et al., 1993), 효소

처리 (Ilyina et al., 2000; Shimokawa et al., 1996) 및 Ultrasonication (Jamois et al., 2005;

Stahmann et al., 1995)를 이용한 저분자화 또는 phospholylation (Miao et al., 1999),

Sulfation (Hazashi et al., 1996; Zhang et al., 2004) 및 Carboxymethylation (Jamois et al.,

2005)과 같은 기능기 수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고비용, 저수율, 생산

시간 과다, 페수발생 및 저분자화 효율 저하 등의 단점(Jeon & Kim, 2002)으로 인해 이를 보

완하기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한편,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은 다른 화학적 처리방법과 달리 반응촉매가 불

필요하여 불순물 제거공정 없이 고순도의 물질을 생산할 수가 있으며, 비가열 방식이므로 열

에 약한 물질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투과도가 높아 완전히 포장된 최종제품에

이용할 수 있어 포장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간편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다.

이와같이 방사선 기술은 고분자 다당류의 저분자화 및 수식을 위해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방법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두되고 왔다(Woods & Pikaev, 1994; Hugo, 1995;

Charlesby, 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선량 및 베타글루칸의 농도 조건이 베타글루칸의 이화

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베타글루칸의 저분자화 및 물리적 특성 개선을 위한

최적 방사선 조사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구조적 변화 확인을 통해 방사선이 베타글루

칸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가 베타글루칸의 생리활성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기능성 식의약 소재로서 방사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활용가능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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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방사선 조사

실험동물은 6주령의 암컷 Balb/c 마우스 및 C57BL6 마우스(Orient, Korea)를 이용하였

으며, 사육실 및 실험실의 환경은 온도 23±2℃, 상대습도 55±10%, 환기횟수 12회/hr, 조

명주기 12시간(07:00～19:00), 조도 150～300 lux로 조절하였으며, 일반 마우스용 펠릿사

료 (Labdiet, USA)를 자유롭게 급여하면서 1주간의 적응사육을 실시한 후 실험에 이용하

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베타글루칸은 Black Yeast (Aureobasidium sp.)에서 분리된 총 다

당류와 베타글루칸 함량이 각각 97.2%과 80%이상인 것을 ACE BIOTECH (Korea)에서

제공받아 이용하였다. 방사선 조사시 베타글루칸의 농도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과 80

분말형태의 베타글루칸을 각각 50, 100 및 200 mg/ml (5, 10 및 20%, w/v)의 농도로 증

류수에 베타하여 4℃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방사선 조사는 선원 10만 Ci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 미R-70 gamm각각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15±2℃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은 10, 30, 50, 100, 150 및 20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점도 및 용해도 측정

베타글루칸의 점도는 베타글루칸의 농도를 달리한 수용액 상태에서 감마선을 조사한

후 Brookfield viscometer (DV-Ⅱ pro,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MA,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Spindle은 S21이며, 회전속도는 180 rpm으로 설정하여 실온

에서 측정하였다. 용해도는 감마선 조사한 베타글루칸 수용액을 동결건조 시킨후 50 ml

튜브에 2 g씩 정량한 후 10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10분간 용해하였다. 용해시킨 베타

글루칸은 다시 3500 ×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분리한 후 100℃에서 건조

시켜 건조물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용해도는 총 2 g에 대한 상등액 건조중량(g)의 퍼

센트(%)로 환산하여 산출하였다.

환원말단 분석

환원말단의 측정은 DNSA (3,5-dinitrosalicylic acid)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Miller,

1985). 즉, 시료 1 ml을 15 ml 시험관에 옮기고 DNSA 시약 (0.5 g dinitrosalicylic acid,

8 g sodium hydrate, 150 g rochell salt in distilled water up to 500 ml) 2 ml을 첨가

한 후 혼합한 다음 10분간 끓이고 나서 급속냉각 하였다. 베타글루칸의 환원말단 분석은

포도당을 표준시료로 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고, spectrophotometer (UV-1601 PC,

Shimadzu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흡광도 550 nm에서 측정하였다.

UV-VIS 스펙트럼 및 FTIR 스펙트럼 분석

방사선 조사에 의한 베타글루칸의 글리코시딕 결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500

nm 범위에서 spectrophotometer (UV -1601 PC, Shomadzu Co., Japan)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 분석은 FTIR 81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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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photometer (Shimazu, Japan)을 사용하였으며, 4000에서 500 cm-1파장 영역대에서

컴퓨터 시스템(Shimazu DR 8030, Japan)을 통해 측정하였다. 시료는 KBr과 혼합(Sample

: KBr = 1 : 100, w/w)하여 펠릿형태로 준비하였고 얻어진 스펙트럼은

spectrophotometer resolution 8 cm-1에서 24시간 동안 스캔하여 얻었다.

분자량 측정

방사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평균분자량(Average Molecular Weight, Mn)은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G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GPC system으로 Waters

515 Pump와 Waters 2410 RI Detector를 이용하였다. 분석조건은 4개의 컬럼

(2×PLaquagel-OH, -60, -40 및 -30; 7.5×300 mm, Φ 8 ㎛)을 연결하여 사용하였으며, 분석

온도는 40℃였다. 이동상은 0.1M NaNO3 이었으며, flow rate는 1.0 mL/min, injection

volumn은 1.0 mg/ml (100 ㎕) 이었다. 이때분자량 산출을 위한 표준시료는 Pullulan

(Showa Denko, Japan) 이었으며, 결과는 Millenium 3.05.01 (Waters, Milford, MA)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글리코시딕 결합 분석

베타글루칸 시료에 존재하는 glycosidic 결합(β-1,3; β-1,4; β-1,6)을 정량 분석하기 위해

β-D-glucans assay kit (Megazyme, Ireland)을 이용하여 제공된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

다. 즉, 총당함량은 1.3 N HCl로 100℃에서 2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여 분석하였으며 α

-glucan, β-1,3-glucan, 및 β-1,6 -glucan은 각각 amyloglucosidase, exo-1,3-β-glucanse 및

β-glucosidase로 가수분해하여 생성된 glucose의 양을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흡광도

510nm 값으로부터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β-1,4-glucan은 총당함량에서 α-glucan, β

-1,3-glucan, 및 β-1,6 -glucan을 제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정상마우스 비장세포의 면역활성

베타글루칸이 비장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실

험으로 구분하였으며, 첫 번째 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우선, 베타글루칸을 급여하

기 않은 정상 마우스로부터 비장(Spleen)을 적출한 후 세포 분화능 분석을 위해 Mishell

등(ref)의 방법에 따라 비장세포를 분리하였다. 즉, 경추 탈골법으로 희생시킨 마우스의 비

장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여 RPMI 1640 medium으로 씻은 다음 멸균된 tissue homogenizer

로 가볍게 분쇄하여 세포를 유리시켰다. 분리된 세포 현탁액을 1,500 rpm에서 3분간 원침

시킨 후 cell pellet을 lysis bufffff(Tfis-buffffed ammonium chloride; 0.87% NH3Cl, pH

7.2)에 5분간 현탁시켜 적혈구를 제거하였다. 위의 세포는 다시 RPMI로 원심 세척한 다음,

현탁액% fetal bovine sffum (FBS)이 함유된 RPMI 164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분

화능 분석을 위한 세포수는 96 well plate에 1×탁액
6

cells50ell을 90 ㎕ 씩 분주하였으며,

Cytokine 분석을 위한 세포수는 48 well plate에 2×탁액6 cells50ell을 450 ㎕ 씩 분주하고,

베타글루칸을 최종농도가 2.5～20 ㎍/ml이 되도록 처리한 후 onium ch배양하여 MTT 분

석법으로 세포분화능을 분석하였다. MTT assay는 3-(n,5-di

buhyltdiazol-2yl)-2,5-diphenyl-2H-tburazolium bsayide용액 (5 mg/ml)를 30 ㎕ 씩 분주하고

2시간 처리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forum으an crdipal을 di buhyl sulf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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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O)에 녹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ogenize한편, Cytokine 생성량은 48 well plate에 0

및 50 kGy로 조사한 베타글루칸 (최종농도 2.5~20 ㎍/ml)을 처리하고 T세포 자극을 위해

Concanavalin A (Con A, 5 ㎍/ml)을 첨가하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상등액을 수거

하여 Th-1 type 싸이토카인(IFN-γ and IL-2)의 양을 ELISA kit (BD Bioscience,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 비장 및 페이어스 패치의 면역활성

베타글루칸이 비장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실험으로 마우

스를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한 후 마우스로부터 비장 및 페이어스 패치(Peyer's patch)를 척

출하였다. 제 1군은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Normal group), 제 2군은 0 kGy

베타글루칸 투여군(0 kGy), 제 3군은 50 kGy로 방사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을 투여군(50

kGy) 이었다. 베타글루칸 투여군은 베타글루칸을 3일간(2.5 mg/day) 경구투여 한 후 마우

스로부터 비장 및 소장에 존재하는 패이어스 패치를 분리하고, 적출된 비장 및 패이어스

패치로부터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역세포를 분리하고 세포 분화능을 분석하였다. 비장

세포 분화능은 비장세포를 96 well plate에 T세포 mitogen인 Con A를 (5 ㎍/ml)로 처리

하고 24시간과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MT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페이어스 패치 세포

분화능 분석을 위한 세포수는 96 well plate에 5.0×105 cells/well을 90 ㎕ 씩 분주하였으

며, Cytokine 분석을 위한 세포수는 48 well plate에 1.0×106 cells/well을 450 ㎕ 씩 분주

하였으며, 면역자극원으로서 Con A(5 ㎍/ml)와 LPS(1 ㎍/ml)로 각각 처리한 후 24시간

및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분화능 및 Cytokine 분비량을 각각 MTT 및 ELISA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대식세포 활성

베타글루칸이 마우스 대식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urine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cell (KCLB, Korea)을 이용한 실험과 마우스로부터 직

접 대식세포를 분리한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마우스로부터 대식세포 분리를 위해

Balb/c 마우스에 3% liquid thioglycollate medium을 1 ml/mouse의 용량으로 복강내에

주사하고, 3일 후 8 ml의 RPMI 1640 medium을 주사하여 복강으로 부터 세포를 분리하였

다. 얻어진 세포는 2% BSA (bovine serum albumin)로 코팅된 튜브에 담아 15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를 침전시킨 후 10% FBS 및 peni세포llin-streptomyc0 m율 용량

으로 복강이 함유된 1 ml의 RPMI 1640 medium을 세포고 세포가 고르게 부유되도록 흔

들어 주고, 대식세포 분화능 분석을 위해 Trypa mblue 용액으로 세포를 염색포고

haemacytometer를 S 및 p생존 세포수를 eni세포l RAW 264.7 세포 분화능은 peni세포llin

과 streptomyc0 이 각각 100 units/ml이 되도록 10% FBS이 함유된 DMEM 배지(GIBCO,

Gr된 튜브에sla 튜, N졙시킨 SA)를 사 및였으며, 세포 분화능 분석은 96-well plate에

5.0×104 cells/well을 90 ㎕씩 분주하여 분석하였으며, Cytokine 분비능마우스에-well plate

에 1.0×10
5

cells/well을 450 ㎕씩 분주하여 실험i세포l 이때 마우스로부터 직접 분리한 대

식세포 분화능은 DMEM 배지 대신 RPMI 배지를 S 및였으며, 세포 분화능은 96-well

plate에 1.0×106 cells/well을 90 ㎕씩 분주하여 분석하였으며, Cytokine 분비능마우스에

-well plate에 2.0×106 cells/well을 450 ㎕씩 분주하여 실험i세포l 분주한 세포는 5%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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륩 침ubator율37℃)에서 2시간 동안 전배양하여 세포를 부착시킨 후, ioglycollate

medml/m가 6.2y～200 으로 복이 되도록 베타글루칸을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TN앆-α는 48 well plate에서 배

양한 세포의 % BSA (한 후 ELISA K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를 침전시킨 후 10% 를 사

및 peni세포l 또한, Nitric oxid걥 원NO한 함량 분석을 위해 % BSAGri앥 s regen간 원1%

칳ulfa ilamid걥; i옮1% Ne -I 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2.5% phosphoric

acid)에 넣고 10분간 반응 시킨 다음, 54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NO

함량은 Sodium nitrite을 표준시료로 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배양액내의 nitrite 함

량을 정량하여 환산하였다.

암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in vitro)

베타글루칸의 세포독성 실험에 사용된 암 세포주는 마우스 유래 피부암 세포주인

B16BL6과 인간 대장암 세포주인 HCT-15, 인간 혈액암 세포주인 THP-1과 인간 유방암 세

포주인 MCF-7를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으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암 세포

주에 대한 세포독성은 각각의 암세포주를 5×104 cells/well씩 96 well plate에 90 ㎕씩 분

주하고 0 및 50 kGy로 조사한 베타글루칸을 최종농도 6.25～200 ㎍/ml이 되도록 처리하

고 37℃, 5% CO2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in vivo)

베타글루칸이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를 모두 8개의 그룹

(n=6)으로 분리하였다. 즉, 마우스에 암세포만 투여한 그룹(Tumor Control), 예방적 차원에

서 암세포 투여 전 7일간 각각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Pre-0 kGy)과 50 kGy로 조사된

베타글루칸(Pre-50 kGy)을 경구투여한 그룹, 치료적 차원에서 암세포 투여직후 7일간 각각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Post-0 kGy)과 50 kGy로 조사된 베타글루칸(Post-50 kGy)을 경

구투여한 그룹, 이때 항암제인 Doxorubicin (DOX)과의 상승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암세포

와 DOX만 투여한 그룹(DOX Control), DOX와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DOX-0 kGy)과

50 kGy로 조사된 베타글루칸(DOX-50 kGy)을 경구투여한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베타글루

칸은 각각 암세포 투여전(Pre-treatment group) 또는 암세포 투여직후(Post &

DOX-treatment group) 7일간 마우스에 경구투여(2.5 mg/mouse) 하였으며, DOX는 암세포

투여직후 이틀간격으로 5회 복강주사(intraperitoneal, i.p.; 40 ㎍/mouse)하였다. 암성장 억

제효과는 등부위의 털을 제거한 C57BL6 마우스에 B16BL6 (5.0×105/mouse)를 피하

(intradermal, i.d.)주사하여 암세포성장(Tumor-bearing) 마우스 모델을 만든 후 14일 후 암

세포의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또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마우스로부터 비장을

적출하여 비장세포 분화능 및 비장세포로부터 분비되는 IFN-γ, IL-2, IL-6 및 IL-10의 양을

측정하였다.

Flow cytometry

암성장 마우스의 비장세포에 존재하는 CD4+ 및 CD8+ T 세포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비장세포(1.0×106 cells/ml) 1ml을 5ml tube에 분주하고, CD4+ 및 CD8+ T 세포에 각각 2

㎕의 FITC-항체 및 PE-항체가 결합하도록 30분 동안 4℃에서 반응 시킨 후 0.5% FBS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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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된 PBS 0.5ml에 부유시켜 Flow cytometry analysis (Beckman Coulter CO., U.S.A.)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시료당 10,000개의 세포가 측정되도록 Cell Quest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값은 forward scatter (FSC)와 side scatter (SSC)의 dual

parameter를 이용한 dot plot 상에서 Total T 세포에 대한 CD4+ 및 CD8+ T 세포의 비율

(gated %)을 산출하였다.

암전이 억제 효과 (in vivo)

베타글루칸의 암전이 억제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melanoma 암세포인 B16BL6

(1×104/mouse)을 C57BL6 마우스의 꼬리정맥 (intravein, i.v.)에 주사하여 암을 전이시켰다.

마우스는 모두 5그룹 즉, 마우스에 암세포만 전이시킨 그룹(Tumor Control), 예방적 차원

에서 암세포 투여전 3일간 각각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

(Pre-re-re-re-re-re-re-re-re-re-re-50 kGy)을 경구투여한 그룹re치료적 차원에서 암세포 투여

직후 3일간 각각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P루칸(Pre-re-re-re-re-re-re-re-re-rst-50 kGy)을

경구투여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베타글루칸은 각각 암세포 투여전(Pre-treatment

group) 또는 암세포 투여직후(Post-treatment group) 3일간 마우스에 경구투여(2.5

mg/mouse) 하였으며, 암전이 억제효능은 암투여 14일 후 폐에 생성된 암세포수(colony)를

계수하여 산출하였다.

항알러지 효과 (in vivo)

베타글루칸이 알러지의 예방 및 치료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알러

지 질환 마우스 모델을 구축하였다. 즉, 6주령의 Balb/c 마우스에 계란의 주요 알러젠인

Ovalbumin (OVA; 100㎍/mouse)과 aluminum hydroxide gel (alum; 200㎍/mouse) 혼합

액을 일주간격으로 2회 복강주사한 후 다시 2주후 OVA만을 복강내 주사하여 알러지를 유

발하였다. 마우스는 모두 6그룹 즉, 정상대조군 (Normal), 마우스에 OVA를 투여하여 알러

지를 유발한 양성대조군(OVA Control), 알러지 유발을 위해 OVA 투여(3회)전 각각 5일간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Pre-0 kGy)과 50 kGy로 조사된 베타글루칸(Pre-50 kGy)을 경구

투여한 그룹과 OVA 투여(3회)후 각각 5일간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Post-0 kGy)과 50

kGy로 조사된 베타글루칸(Post-50 kGy)을 경구투여(2.5 mg/mouse)한 그룹으로 구분하였

다. 한편, OVA 특이 IgE 및 총 IgE 함량 분석을 위해 OVA을 최초로 투여한 시점에서 28

일 후 마우스의 안와정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혈청만을 분리하여 -20℃에 보관하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OVA특이 및 total IgE 항체는 ELI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방법은

다음과 같다. OVA특이 IgE 및 Total IgE 항체 분석을 위해 각각 10 ㎍/ml의 OVA과 0.5

㎍/ml의 1차 항체(anti-mouse IgE)를 coating buffer (sodium carbonate, pH 9.6)에 용해시

킨 후 nunc-immuno module (Nunc, Denmark)에 넣고 4℃에서 overnight 시켜 코팅시켰

다. 이후 2% BSA-PBS로 37℃에서 1시간 blocking시킨 후 마우스로부터 분리한 혈청을

1:20으로 희석하여 well 당 50 ㎕ 씩 넣고 37℃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100 ㎕의

biotinylated anti-mouse IgE (0.5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다시

avidin -conjugated peroxidase (PharMingen, USA)를 실온에서 30분간 방치시키고 TMB

substrate (CALBIOCHEM, Germany)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30분간 발색시킨 후 2 N의

H2SO4로 반응을 정지시키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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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독성 보호 효과 (in vivo)

베타글루칸이 간독성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Acetaminophen (AP,

10mg/mouse)을 Balb/c 마우스에 복강내 주사하여 간손상 유발 마우스 모델을 구축하였

다. 마우스는 모두 4 그룹 즉, 정상대조군 (Normal), 마우스에 AP만 투여한 양성대조군

(AP Control), AP 투여후 각각 7일간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0 kGy)과 50 kGy로 조사

된 베타글루칸(50 kGy)을 경구투여(1mg/mouse)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간 손상지

표인자인 Alanine Transaminase (ALT) 및 Aspartate Transaminase (AST) 분석을 위해 AP

를 주사 10시간 후의 마우스 혈청을 분리하고 biochemistry autoanalyser (Hitachi 7180,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 (version II, SPSS Inc.)에서 프로그램

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중위검정을 실시하여 분

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점도 변화

베타글루칸의 농도 및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베타글루칸 용액의 점도 변화는 Table

1-1와 같다.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베타글루칸의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 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 베타글루칸 용액의 점도(cp)는

191.93에서 10, 30 및 50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각각 135.5, 75.81 및 43.9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점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10% 베타글루칸 용액 역시 감마선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나, 5%의 베타글루칸 용액의 경우 감소폭이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베타글루칸 농도가 높을수록 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영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베타글루칸의 점도는 베타글루칸의 분자량 및 농도

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Beer et al., 1996),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점도 감소는 베타글루칸

의 glycosic 결합이 절단되어 저분자화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과는 베타글

루칸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다양한 고분자 다당류에서도 확인된바 있다(Graham, et al.,

2002). 이상의 결과는 그동안 베타글루칸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높은 점성을 감마선

조사로 효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베타글루칸의 산업적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용해도 변화

베타글루칸의 농도 및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베타글루칸의 용해도 변화를 Table 1-2

에 나타냈다. 용해도는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베타글루

칸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가폭은 감소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베타글루칸 수용액의 농도에

따라 방사선의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피사체의 농도가 낮을수록 방사선에

의한 영향의 크기가 증가하고 반대로, 피사체의 농도가 높을수록 방사선에 의한 영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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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가 감소한다. 또한, 베타글루칸의 용해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

를 보였는데, 이는 상기 결과에서와 같이 베타글루칸의 점성이 감소하는 것처럼 방사선

조사에 의해 베타글루칸의 glycosidic 결합 절단으로 저분자화 되어 물과 결합하는 힘이

높아져 용해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다당류의 저분자

화는 전분 등의 다양한 다당류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방사선 조사가 다당류의

glycosidic bond를 파괴시키면서 저분자화 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Sokhey &

Hanna, 1993; Simic, 1983).

환원말단 생성

방사선 조사에 의한 베타글루칸의 환원말단 변화를 Table 1-3에 나타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환원말단 생성정도는 용해도 분석결과와 매우 유사하여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말단이 증가하고, 베타글루칸의 농도가 적을수록 증가폭이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사실은 다당류의 환원말단이 방사선 조사선량에 비례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다른

연구문헌과 일치하였다 (Raffi et al., 1981; Ananthaswamy et al., 1970). 환원당 함량의 증

가는 depolymerization의한 glucose와 같은 저분자량 당의 생성되기 때문이다

(Ananthaswamy, et al., 1970). 감마선 조사는 이당류나 전분과 같은 비환원당 부분의 C1

위치에 자유 라디칼이 작용하여 glycosidic linkage가 분열되어 환원력을 가진 환원당을 생

성시킨다(Stewart, 2001; Raffi et al., 1985; Molins, 2001). 이상의 결과는 방사선 조사에 의

해 베타글루칸의 glycosidic 결합이 절단되어 저분자화 되었다는 점과 이로 인해 점성이

감소하고 용해도가 증가하는 등 베타글루칸의 물리적 특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간접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다.

Table 1-1. Viscosity (cp) of β-glucan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of β-glucan (%, w/v)

5 10 20

0 11.2a1) 42.0a 191.9a

10 7.0ab 19.8b 126.5b

30 5.0b 14.2ab 63.7c

50 3.2bc 11.3c 43.9d

100 1.9c 7.6cd 34.3e

150 1.7c 3.1d 17.2f

200 1.7c 2.2d 9.5g

1)Mea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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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Solubility (%) of β-glucan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of β-glucan (%, w/v)

5 10 20

0 10.97d1) 10.97d 10.97f

10 15.86c 15.10c 12.15e

30 17.51b 16.66bc 15.16d

50 19.05ab 17.42b 16.34c

100 19.68a 18.86ab 17.30bc

150 19.76a 19.06ab 18.34b

200 19.70a 19.94a 19.51a

1)Mea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1-3. Reducing sugar content (mg/ml) of β-glucan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of β-glucan (%, w/v)

5 10 20

0 0.68d1) 0.85e 0.92c

10 2.29c 1.35d 1.13c

30 4.37b 2.37c 1.97bc

50 4.51b 2.54bc 2.17b

100 6.54ab 3.10b 2.38b

150 6.91a 4.47a 3.15ab

200 7.19a 4.68a 3.61a

1)
Mea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평균 분자량 변화

베타글루칸의 농도 및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베타글루칸의 평균분자량 변화를 분석하

기 위해 GPC 분석을 통해 평균분자량을 Table 1-4에 나타냈다.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

칸의 평균분자량은 약 16.3 kDa으로 분석되었으며, 환원말단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분자량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며, 베타글루칸의 농도에 따라 분자량

의 크기가 감소되는 비율도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농도에 따른 방사선의 효과

가 상이하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즉 피사체의 농도가 적은 경우 분자에 가해지는 방사선

의 영향이 커지고, 방사선에 대한 효과도 증가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 농도가 높은 경

우 분자에 가해지는 방사선의 세기는 줄어들고, 방사선 효과 또한 감소한다. 방사선에 의

한 저분자화는 glycosidic bond의 절단으로 시작되고, 이러한 glycosidic bond의 절단은

낮은 분자량의 당들을 형성한다(Sokhey and Hanna, 1993; Simic, 1983). 이러한 사실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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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연구로부터 starch (Wu et al., 2002), chitosan (Chen et al., 1997) 및 guar gum

(Kornelia Jumel, 1996)과 같은 다당류들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분자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현재까지 고분자 다당류들의 저분자화를 위해 주로 산 처리와 효소처리 방법이 사용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분자량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지만, 베타글루칸의

triple helix 구조의 파괴, ß-(1.3)-glucans의 ß-(1.6)-branched를 효과적인 분해가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Shin and Lee, 2003). 또한, 처리비용이 높거나, 이용범위가 작고, 화학

물의 사용으로 인한 오염물이 생성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Jeon and Kim, 2002). 효소

처리방법은 일반적으로 가수분해를 조절하기가 쉽기 때문에 화학적 처리방법보다는 더 나

은 방법이긴 하지만 oligomers에서는 이용범위가 좁고, 비용적인 면에서 단점을 가지고 있

다(Marie et al., 1994). 또한 효소 가수분해 방법은 처리 공정이 길고 pH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저분자화 베타글루칸의 대량 생산을 위한 방법으로 화학적 또는 효소적 처리는 산

업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다. 반면에 방사선 조사기술의 시행은 산업적으로 여러 가지 장

점을 가지고 있다. 저분자화를 위한 베타글루칸의 방사선 기술 적용은 산 처리와 효소처리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온도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으며, 비교적 조작이 간단하고, 시간적

인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방사선 조사기술은 베타글루칸의 분자량을 효과

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될 전망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현재까지 베타글루칸의 생리활성은 glycosidic 결합의 종류와 분지도, 분자량, 구조

수식, 용해도 및 3차구조 등 베타글루칸의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특히 베타글루칸의 기능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베타글루칸 구조의

다양성으로 인해 아직까지 분자량과 기능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명되어 있

지 않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β-1,3-glucan을 효소처리하여 다양한 분자량대의 베타글루

칸 분획을 얻은 후 면역활성을 분석한 결과 활성이 가장 높은 분자량대가 1,000 ～ 30,000

Da 이라고 보고하였다(Lehmann et al, 2000). 이러한 이유는 분자량이 너무 크면 소장에서

흡수가 어렵기 때문이며, 분자량이 너무 작을경우 소장에서 흡수가 용이하더라도 베타글루

칸 수용체와 결합하지 못해 면역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베타글루칸의 분자량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저분자화된 베타글루칸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4. Average molecular weight (kDa) of β-glucan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Concentration of β-glucan (%, w/v)

5 10 20

0 163.2a1) 163.2a 163.2a

10 37.3
b

50.1
b

79.5
b

30 16.2c 23.3c 39.9c

50 7.9d 16.5d 32.2d

100 5.9e 12.0e 18.7e

150 5.3
ef

8.0
f

16.5
f

200 4.7
f

6.7
g

11.3
g

1)
Mea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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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VIS 스펙트럼

방사선 조사에 의한 베타글루칸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10% 농도의 베타글루칸

수용액에 10, 30 및 5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구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UV-VIS 스펙

트럼 분석 결과를 Fig. 1-15에 나타냈다. UV265nm에서의 흡광도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glycosidic bond가 끊어지면서 생성되는 carboxyl 및 carbonyl 기의 이중결합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Nagasawa et al., 2000). 스펙트럼 분석결과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265 nm에서의 흡광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당류를 대

상으로 한 기존의 선행연구결과(Ulanski and Rosiak, 1992)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환원말단

및 GPC 분석 결과와 함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베타글루칸 glycosidic 결합의 절단으로 저

분자화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FT-IR 스펙트럼

방사선 조사에 의한 베타글루칸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FT-IR 분석을 수행하였으

며, FT-IR 스펙트럼은 Fig. 1-15과 같다. 베타글루칸을 구성하는 glucose의 functional

group인 -OH, C-H, C=O 및 C-O는 각각 3415, 2929, 1748 및 1200～950 cm-1에서 투광도

영역에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Mathlouthi and Koenig, 1986; Gutierrez, 1996;

CarlaMaísa, 2005). 감마선 비조사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기능기들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영역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 peak를 확인 할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는 감마선 조

사는 glucose 외의 다른 분해산물을 생성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15. UV-VIS and FTIR spectrum of ß-glucan irradiated at different gamma-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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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코시딕 결합 변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베타글루칸 glycosic bond 결합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각 β-1,3-,

β-1,4- 및 β-1,6-linkage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5과 같다. 방사선 비조사구의 총 베타글

루칸 함량은 약 83.04% 이었으며, β-1,3-, β-1,4- 및 β-1,6-linkage는 각각 35.79, 36.24 및

11.01%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베타글루칸은 흑효모(Aureobasidium sp.)로부터 분리한

것으로서 기존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glycosidic 결합의 분포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Yurlova et al., 1997) 한편, 베타글루칸의 glycosidic 결합은 결합위치에 관계없이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50 kGy의 감마선 조사시 총 glycosidic 결합이 83.04%에

서 56.80%까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방사선은 선택적으로 결합부위를 절단할수

있는 효소가수분해법과는 달리 비특이적으로 glycosidic 결합을 분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5. Changes of the contents (%) of β-1,3-, β-1,4- and β-1,6-linkage at various irradiation

doses (n=3).

Irradiation Dose
(kGy)

Content of β-glucan (%)

β-1,3-linkage β-1,4-linkage β-1,6-linkage Total

0 35.79a1) 36.24a 11.01a 83.04a

10 30.21b 30.43b 9.50ab 70.14b

30 25.96c 25.81c 8.66b 60.43c

50 24.88c 24.14c 7.78c 56.80d

1)Mean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정상마우스로부터 분리된 비장세포 분화능

베타글루칸이 비장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정상마우스(Normal

mouse, non-sensitized)로부터 비장 면역세포를 분리한 후 베타글루칸을 처리하여 비장세

포의 분화능을 분석하였다(Fig. 1-16). 현재까지 베타글루칸의 면역활성 증진효과와 관련된

많은 연구결과(Chakraborty et al., 2004; Yoon et al., 2007; Zhao et al., 2006)와 같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베타글루칸의 비장세포 분화능은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점차적으로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마선 비조사구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세포분화능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의 경우 50 kGy

이하의 선량에서는 조사선량에 비례적으로 비장세포의 분화능이 증가하여 50 kGy에서 최

대 활성을 보이다가 다시 50 kGy 보다 높은 선량(100, 150 200 kGy)에서는 세포분화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베타글루칸의 면역활성은 분자크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분자량이 감소할수록 면역활성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Zhang et al., 2005; Falch et al., 2000).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감마선 조사된 베타

글루칸의 비장세포 분화능이 증가한 이유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베타글루칸이 저분자화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50 kGy 선량으로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면역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면역활성을 증진시키 위한 적합한 분자량을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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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향후 방사선 조사가 베타글루칸의 다양한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은 면역활성 증진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50 kGy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을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정상마우스로부터 분리된 비장세포의 Cytokine 분비능

방사선 비조사 베타글루칸과 50 kGy로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비장세포 분화능과

cytokine 분비능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Fig. 1-17 및 18과 같다. 비장세포 분화능은 Fig. 1-

가-3-5의 결과에서와 같이 50 kGy로 조사된 베타글루칸이 비조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p

〈 0.05, p〈 0.01)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Th-1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인 Interleukin-2 (IL-2)와 Interferon-γ (IFN-γ)는 각각 T 세포 및 대식세포의 활

성화하고 분화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며(Kharazmi, 1991), 베타글루칸과 같은 다양한 다

당류들은 cytokine 분비를 통해 면역세포들을 활성화 시킨다(Akramiene et al., 2007;

Chen and Seviour, 2007; Ikewaki et al., 2007). 본 연구결과에서도 비장세포에서 분비되

는 IL-2와 IFN-γ는 베타글루칸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IL-2의 경우 50 kGy 조사군

이 각각 5, 10, 20 μg/ml의 농도에서 비조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p〈0.05, p〈0.01) 증

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IFN-γ의 경우도 유의적차이는 없었으나 50 kGy 조사군에서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6. Effect of β-glucan on the spleen cell proliferation from non-sensitized (normal)

mouse at various ir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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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7. Effect of non-irradiated (0 kGy)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on the spleen cell

proliferation from non-sensitized (normal) mouse. *p < 0.05, **p < 0.01; compared

with non-irradiated ß-glucan.

Fig. 1-18.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on the production of IL-2

(A) and IFN-γ (B) from spleen cell of non-sensitized (normal) mouse. *p < 0.05, **p

< 0.01; compared with ß-glucan (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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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의 비장세포 분화능

베타글루칸의 급여가 마우스의 면역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감마선 비조

사 베타글루칸 (0 kGy)과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 (50 kGy)를 3일동안 경구투여(2.5

mg/mouse)한 후 마우스 비장세포를 분리하고 세포분화능을 분석하였다(Fig. 1-19). 베타

글루칸 경구투여에 의한 비장세포 분화능은 베타글루칸을 급여하지 않은 Normal 그룹과

비교할 때 24시간 배양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의

경우 48시간 배양 후에도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또한, T세포를 자극시키는

Concanabalin A (Con A) 반응에서도 베타글루칸 경구투여 마우스의 비장세포 분화능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p〈0.05), 특히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이 더욱 효과적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p〈0.01). 이는 베타글루칸을 직접 면역세포에 처리하는 것이 아닌 베타

글루칸을 마우스에 섭취시켜 얻은 결과로서 베타글루칸 섭취가 인체의 면역활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며, 베타글루칸을 이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

다(Harada et al. 2006; Iwao et al. 1989).

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 비장세포의 Cytokine 분비능

베타글루칸을 경구투여한 마우스의 비장세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의 양을 분석한

결과를 Fig. 1-19 및 20에 나타냈다. Con A 무처리 실험에서는 IL-2의 경우 24시간과 48

시간 배양후에도 매우 적은양이 검출되어 Normal group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IFN-γ의

경우 48시간 배양 후 베타글루칸 급여 group에서 분비량이 증가하였으며,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 급여 group에서 더욱 높게 증가하였다(Fig. 1-21). 한편, Con A를 처리하여 T

세포를 자극한 실험결과 배양시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IL-2 및 IFN-γ 분비량

은 전반적으로 베타글루칸 급여 group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

루칸의 효과가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p〈0.01). 한편, IL-6와 IL-10

의 경우 Con A 자극 시험에서 IL-2 및 IFN-γ 분비량과는 반대로 베타글루칸 급여 group

의 IL-6와 IL-10의 분비량이 Normal group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

루칸 group의 경우 배양 48시간 후의 IL-6 및 IL-10 분비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0.05). 일반적으로 IL-2와 IFN-γ 및 IL-6과 IL-10은 각각 Th-1 세포와 Th-2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cytokine으로서 Th-1 세포가 활성화 되면 Th-2 세포는 반대로 활성이 감소한다

(Gajewski et al., 1988; Parronchi et al., 1992). 이러한 결과는 베타글루칸 급여가 Th-1 세

포를 활성화하여 IFN-γ과 IL-2의 분비량을 증가 시키는 반면 Th-2 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분비량은 감소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Harada et al, 2006; Suzuki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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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9. Spleen cell proliferation in mice fed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for 3 day by oral administration (2.5 mg/mouse/day). (A), after incubation for 24

hr; (B), after incubation for 48 hr. *p < 0.05, **p < 0.01; compared with normal

(non-treated) group.

Fig. 1-20. Cytokine release from spleen cell of mice fed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for 3 day by oral administration (2.5 mg/mouse/day). (A) and (C), after

incubation for 24 hr; (B) and (D), after incubation for 48 hr. *p < 0.05, **p < 0.01;

compared with normal (non-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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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Cytokine release from spleen cell of mice fed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for 3 day by oral administration (2.5 mg/mouse/day). (A) and (C), after

incubation for 24 hr; (B) and (D), after incubation for 48 hr. *p < 0.05, **p < 0.01;

compared with normal (non-treated) group.

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 장관 림프조직의 분화능 측정

베타글루칸의 급여가 마우스의 점막면역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감마선 비조사

베타글루칸 (0 kGy)과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 (50 kGy)를 3일동안 경구투여(2.5

mg/mouse)한 후 마우스 장관 림프조직(Peyer's patch)을 분리하고 세포분화능을 분석하

였다(Fig. 1-22). 소장 림프조직의 세포분화능은 베타글루칸 급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으며,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 급여 group의 소장 림프세포 분화능이 가장 높게 나타

났다. 또한, T세포와 macrophage를 활성화 시키는 Con A 및 lipopolysaccharide (LPS) 자

극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장관 림프조직(Peyer's Patch)은 장관의 점막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베타글루칸과

같이 분자량이 큰 물질의 흡수에 관여한다(Koichi et al., 1991). 특히, 이러한 분자의 흡수

는 Peyer's Patch의 M 세포 의해서 일어나며 흡수된 분자는 Dectin-1 수용체를 통해 장내

대식세포를 자극한다(Brown et al., 2001, 2002, 2003). 분자량이 작은 물질은 분자량이 큰

물질에 비해 흡수율이 높아져 면역활성이 증가하게 된다(Liang et al., 2001; Hong et al.,

2004). 비록 본 연구에서도 분자량이 약 160 kDa 정도로 큰 베타글루칸도 점막면역을 증

진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저분자화된 베타글루칸의 면역활성

증진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나, 분자량이 작을수록 장점막의 M 세포에서 쉽게 흡

수된다는것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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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2. Peyer's patch cell proliferation in mice fed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

-glucan for 3 day by oral administration (2.5 mg/mouse/day). (A), after incubation

for 24 hr; (B), after incubation for 48 hr. *p < 0.05, **p < 0.01; compared with

normal (non-treated) group.

대식세포 분화능

베타글루칸이 대식세포(macrophag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murine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Fig. 1-23) 및 마우스 복강으로부터 직접 분

리한 복강 대식세포(peritoneal macrophage)를 이용한 대식세포 분화능을 분석하였다(Fig.

1-24). Raw cell의 경우 베타글루칸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세포분화능이 증가하는 경향

이었으며, 유의적이진 않았지만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대식세포 분화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강 대식세포의 경우 Raw cell에 비해 낮은 처리농도에서도 급격

히 세포분화능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은 감마선 비조사 베타

글루칸과 비교할 때 유의적으로 높은 대식세포 분화능을 보였다(p〈0.05, p〈0.01). 다양한

베타글루칸에 대한 연구들은 베타글루칸이 마우스 대식세포에 존재하는 Dectin-1 수용체

를 자극하여 대식세포를 증식시키고 활성화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Brown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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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ashige et al., 1997), RAW 264.7 cell (Ishibashi et al., 2001; Ishibashi et al., 2002) 및

복강 대식세포 (Ladanyi et al., 1993)가 베타글루칸에 의해 분화가 촉진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베타글루칸은 RAW 264.7 cell 뿐만 아니라, 마우스에서 직접

분리한 복강 대식세포의 분화능도 증가시키며 그 효과는 RAW 264.7 cell에 비해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3.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on the macrophage (RAW

264.7) proliferation.

Fig. 1-24.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on the peritoneal

macrophage proliferation. *p < 0.05, **p < 0.01; compared with ß-glucan (0 kGy).

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의 비장세포 대식세포의 TNF-α 및 NO 분비능

베타글루칸에 의해 활성화된 RAW 264.7 cell 및 복강 대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및 Nitric oxide (NO)의 생성량을 분석하였다(Fig. 1-25 & 26).

TNF-α 및 NO 분비량은 베타글루칸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의 경우 비조사 베타글루칸에 비해 대식세포로부터 TNF-α 및 NO의 생

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베타글루칸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들이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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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NO와 같은 cytokine 및 chemokine을 분비하여 면역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다당류에 의한 선천적 면역체계(innnate immunity)의 시작은 대식세포의 자극에 의

해 비롯되며 이러한 대식세포로부터 발현되는 TNF-α는 다시 Neturophil, Eosinophil, 및

NK cell 등 phagocytic cell을 활성화 시키며, 대식세포에서 분비하는 NO는 병원성미생물

및 기생충 등에 강력하게 작용한다(Duan et al., 1994; Suzuki et al., 1989; Tsuchiya et

al., 1993). 베타글루칸 역시 대식세포 수용체인 Dectin-1와 결합에 의해 면역 신호를 전달

하여 대식세포를 활성화 시키고 TNF-α와 NO를 분비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Ariizumi

et al., 2000; Brown 2002; Marshall et al., 2004).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베타글

루칸은 다양한 면역세포들을 자극하여 체내 면역력이 증가함을 확실히 입증되었으며, 특

히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저분자화된 베타글루칸의 면역증진 효과가 더욱 뛰어나 방사선

기술은 베타글루칸의 저분자화를 위한 방법으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Fig. 1-25.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on the production of TNF-

α (A) and NO (B) from macrophage (RAW 264.7). *p < 0.05, compared with

ß-glucan (0 kGy).

Fig. 1-26.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50 kGy) β-glucan on the production of TNF-

α (A) and NO (B) from peritoneal macrophage. *p < 0.05, compared with ß-glucan

(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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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암세포주에 대한 베타글루칸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B16BL6, HCT-15, THP-1 및

MCF-7 암세포에 대해 베타글루칸을 12.5, 25, 50, 100, 200, 4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후 세포독성을 분석하였다(Fig. 1-27). 그 결과 감마선 비조사 베타글루칸 및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 모두 4종의 암세포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Yoon (2007)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장암 세포주(Colon26-M3.1)에 대한 S.

cerevisiae로부터 분리한 베타글루칸의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으며, 이는 베타글루칸이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면역활성을 증진시

켜 간접적으로 암세포에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베타글루칸 경구투여가 암세포 성장억제에 미치는 확인하기 위해 피부암 세포(B16BL6)

를 마우스(C57BL6)에 이식시키고 2주후 암세포의 무게를 측정하였다(Fig. 1-28). 실험 결

과 암세포만 이식시킨 마우스(Tumor Control)에 비해 베타글루칸을 경구투여한 마우스의

암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효과는 예방적 차원에서 암세포 이식전 베

타글루칸을 급여한 마우스(Pre-treatment group)에 비해 치료적 차원에서 암세포 이식후

베타글루칸을 급여한 마우스(Post-treatment group)의 암세포 무게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p〈 0.05). 또한, 감마선 조사(50 kGy)된 베타글루칸의 효과가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이는 베타글루칸의 면역학적 활성평가 결과에서와 같

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저분자화된 베타글루칸의 면역증진 활성이 더욱 좋기 때문에 결

과적으로 암성장 억제활성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lentinan과

scleroglucan의 실험에서도 분자량이 작을수록 항암활성이 증가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Falch et al., 2000; Zhang et al., 2005). 한편, 항암제(Doxorubicin, DOX) 동시투여

에 의한 베타글루칸의 상승효과를 확인한 결과 DOX 투여군은 Tumor Control에 비해 종

양의 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p〈 0.001), 베타글루칸에 의한 상승작용

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항암제(DOX)를 비교적 많은 양을 투여했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되며, 보다 정확하게는 항암제 투여량을 달리하여 베타글루칸의 상승효과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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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7. Cytotoxicity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β-glucan against the tumor cell line. (a),

B16BL6; (b), HCT-15; (c), THP-1; (d) MCF-7.

Fig.1-28.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β-glucan on the inhibition of tumor (B16BL6) growth

in C57BL6 mouse.
*p < 0.05, **p < 0.01, ***p < 0.001, compared with tumor control.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의 비장세포 분화능

베타글루칸 경구투여가 종양이식 마우스의 면역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종

양이식 마우스로부터 비장 면역세포를 분리한 후 세포분화능을 확인하였다(Fig. 1-29). 비

장세포 분화능은 암세포 이식전 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Pre-treatment)의 경우 큰 효과가

없었던 반면, 암세포 이식후 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Post-treatment)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p〈 0.05),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 0.01). 이는

Pre-treatment group의 경우 암세포 이식후 베타글루칸 급여를 중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저분자화 될 경우 면역활성이 증가하여 항암효과도 높게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β-1,3-글루칸을 종양이식 마우스에 경구투여할 경우 항암활성



- 60 -

과 함께 비장면역세포 분화능도 증가하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Baran et al., 2007). 한

편, 항암제 투여군(DOX Control)은 Normal에 비해 비장세포 분화능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는데, 일반적으로 DOX와 같은 항암제는 면역세포를 감소시키는 등 면역학적인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rraro et al., 2000; Rapozzi et al., 1998; Zhang et al.,

2005).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 DOX와 베타글루칸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 비장세포 분화

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방사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의 경우 DOX control과 Normal group

에 비해 매우 높은 면역활성 증가를 보였다(p〈 0.05, p〈 0.01). 또한, Lin (2004) 등은 버

섯 베타글루칸이 DOX에 의한 stem cell 및 macrophage 활성감소에 따른 독성을 경감시켰

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으며, 실제 폐암과 위암에 걸려 화학적 함암제를

투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한 임상실험에서도 schizophyllan이 환자들의 수명을 연장

시켰다는 연구결과도 있다(Taguchi et al., 1983). 이상은 베타글루칸이 면역 및 항암활성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항암제 투여에 의한 면역부작용을 경감시키는데도 매우 효과적이라

는 것을 입증한 결과이다. 특히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저분자화된 베타글루칸의 경우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오던 면역력 감소 등의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

는 암치료 보조제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1-29.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β-glucan on the spleen cell proliferation in the tumor

bearing mouse. *p < 0.05,
**p < 0.01, compared with normal and

$p < 0.05,
$$p < 0.01,

compared with DOX control.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비장세포의 cytokine 분비능

상기 실험으로부터 비장 면역세포가 분화하면서 분비하는 Cytokine인 IL-2와 IFN-γ의

생성량을 분석하였다(Fig. 1-30). Con A 을 처리하지 않은 IFN-γ (Fig. 1-가-3-17-B)와 IL-2

(Fig. 1-가-3-17-C)의 생성량은 암세포 이식후 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Post-treatment)에서

높았으며, 특히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루칸 급여시 분비량이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Con A로 T세포를 자극시킨 결과(Fig. 1-30-B&D)에서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표고버섯에서 추출한 lentinan은 in vivo 연구에서 Th-1/Th-2 balance를 조절하

여 Th-1세포 관련 cytokine이 많이 증가되어 결국 세포면역(cellular immune)을 활성화시

키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Yosino et al., 2000), Baran (2007) 등은 종양이식 마우스에 베

타글루칸을 경구투여한 결과 Th-1 세포 활성이 증가하여 IL-2 및 IFN-γ 등의 cytokine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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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량도 증가한다고 보고한바 있다. 한편, DOX 투여에 의해 IL-2와 IFN-γ의 생성량도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타글루칸 특히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을 투여할 경우

IL-2와 IFN-γ의 분비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Lin (2004) 등도 베타글루칸

이 DOX에 의해 발생되는 macrophage cytokine 분비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는 비장세포 분화능 실험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베타글루칸의 투여는 종양

이식 마우스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항암제 투여에 의한 면

역 부작용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Fig. 1-30.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β-glucan on the release of cytokines from spleen cell

in the tumor bearing mouse. (A) and (C), without mitogen (B) and (D), with

mitogen.
*p < 0.05, **p < 0.01 compared with normal. $p < 0.05, $$p < 0.01 compared

with DOX control.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비장 면역세포 분포도

베타글루칸을 경구투여한 종양이식 마우스의 비장세포로부터 T세포의 분포를 분석하였

으며, flow cytometry chart 및 총 T세포에 대한 CD4+과 CD8+ T 세포의 분포비율(%)을

Fig 1-31에 나타냈다. Normal group의 CD4
+
과 CD8

+
T 세포 분포비율은 각각 17.3 및

10.9 %로 나타나 정상적인 세포 분포비율을 보였으며, 베타글루칸 급여 마우스에서 CD4+

과 CD8+ T 세포모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암세포 이식후 베타글루칸을 급여할 경우 세포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때 감마선 조

사된 베타글루칸의 경우 CD8+ T 세포의 비율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D4+과

CD8+ T 세포는 각각 Helper T (TH)세포와 Cytotoxic T (TCTL) 세포의 표지인자로써, TH

세포 면역반응을 전달하는 cytokine을 분비함으로서 면역반응을 활성화하고, TCTL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세포를 파괴 하는 역할을 한다(Munz

et al., 2005; Kanazawa et al., 2004). 따라서 베타글루칸의 투여에 의한 CD4
+
과 CD8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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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비율의 증가는 면역반응의 상승에 중요한 단서로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서도 종양이식 마우스에 베타글루칸을 급여할 경우 CD4+과 CD8+ T 세포 즉, TH 및 TCTL

세포 분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면역세포의 증가는 베타글루칸의 항암효과를 증가시

키는다고 사료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베타글루칸의 투여가 CD4+과 CD8+ T 세포비율

을 증가시켰다는 연구결과를 뒷받침 한다(Baran et al., 2007; Junji et al., 1978; Tsukada

et al., 2003). 한편, DOX 처리에 의해 CD4+과 CD8+ T 세포비율은 감소하여 DOX가 TH

및 TCTL 세포의 분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베타글루칸을 병용처리할 경우 CD4+

과 CD8+ T 세포비율이 크게 증가되어 DOX에 의한 면역세포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Fig. 1-31. The population of CD4+ (A) and CD8+ (B) T cell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analysis of spleen cells in tumor bearing mouse.

암전이 억제 효과

베타글루칸의 암전이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암세포(B16BL6)를 마우스(C57BL6)

꼬리정맥에 이식한 후 2주후 폐에서 발생된 암 군집을 계수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32

에 나타냈다. 암세포만을 전이시킨 Tumor Control의 경우 평균 160개의 암 군집이 전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Pre-treatment 0 kGy 및 50 kGy는 각각 약 25%와 50% 정도 암

전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ost-treatment 0 kGy 및 50 kGy는 Tumor

Control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p〈 0.01), 50 kGy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의 경우

약 75%까지 암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면역활성 증진에 의한 항암

기전은 우선 macrophage를 자극하고 IL-12에 의해 NK 세포를 활성화시켜 암성장 및 전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Markovic et al., 1991; Rubin, 1990; Yoon et al,

2004), 베타글루칸의 작용기전도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Marshall et al., 2004). 한편,

효모변이주로부터 분리한 베타글루칸은 최대 93.8%까지 암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

하여 베타글루칸이 암전이 억제에 매우 효과적임을 입증하였다(Yoo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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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는 종양이식 마우스를 이용한 항암활성 실험결과(Fig. 1-32)와 유사한 것으

로 베타글루칸은 암성장을 억제시킬 뿐만아니라 암전이 억제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

한다. 또한, 항암활성 결과와 같이 투여시기에 있어서 암 이식전에 베타글루칸을 급여하

는 것에 비해 치료적 차원에서 암 이식직후 베타글루칸을 급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

며,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분자량이 감소되면 그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32.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of β-glucan on the metastasis of tumor cell (B16BL6) in

C57BL6 mouse. (A), The pictures of lung metastasis; (B), Number of cancer colony

in lung by metastasis. *p < 0.05, **p < 0.01, compared with tum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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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알러지 효과

베타글루칸 경구투여에 의한 알러지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계란의 주요 알레르기

유발원인 Ovalbumin (OVA)을 이용하여 마우스에 알러지를 유도하였으며, 알러지 유발

지표물질로서 혈청내 Total IgE 및 OVA-specific IgE를 정량하였다(Fig. 1-33). 전반적으로

Total IgE는 OVA-specific IgE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알러지만 유도한 OVA Control의

경우 Normal group에 비해 Total IgE 및 OVA-specific IgE가 급격히 증가하여 알러지가

정상적으로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베타글루칸을 경구투여한 Pre- 및

Post-treatment 그룹은 Total IgE 및 OVA-specific IgE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

히 감마선 조사된 베타글루칸은 Total IgE 및 OVA-specific IgE 함량은 OVA Control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p〈 0.01). 그러나, 베타글루칸의 투여시기 즉 Pre- 및

Post -treatment 그룹간에는 Total IgE 및 OVA-specific IgE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알러지 유발 물질이 체내로 유입되면 macrophage와 같은

항원제시세포(Antigen Presenting Cell, APC)에 의해 정보를 TH 세포에 전달되며, TH 세

포는 B세포를 자극하여 IgE를 분비하게 된다. IgE는 다시 mast cell 및 basophil과 같은

면역세포와 결합하며 알러지 유발물질이 재차 유입되면 histamine과 같은 화학주성인자

(chemokine)을 분비하게 되어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된다(Berin et al., 1997; Ishizaka et

al., 1984; Perdue et al., 1984). 또한, IgE는 Th-2 세포에 의해서 분비되는 IL-4 및 IL-5와

같은 cytokine에 의해 B 세포가 자극되어 생산된다(Moon et al., 1989; Mosmann et al.,

1989; Pond, et al., 1989). 한편, 베타글루칸을 포함한 다양한 다당류는 IFN-γ와 같은 Th-1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반대로 Th-2 반응을 감소시켜 결국 IgE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yamaoto et al, 2002; Xie et al., 2006). 본 연구결과에서도 베타글루칸 급

여에 의해 IgE 항체 생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베타글루칸의 면역활성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듯이 베타글루칸은 Th-1 세포를 활성화시켜 IFN-γ 및

IL-2의 분비를 증가하는 반면 Th-2 세포는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분자량이 감소되었을 경우 알러지 억제 효능이 증가하였는데, Kimura (2007) 등은 흑효모

(Aureobasidium pullans)에서 분리한 저분자 베타글루칸이 알러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Fig. 1-33. Production of total IgE (A) and Ovalbumin-specific IgE (B) from OVA-induced

allergic mouse serum. *p < 0.05, **p < 0.01 compared with OV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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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보호 효과

베타글루칸 경구투여에 의한 간손상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간손상 유발물질인

Acetaminophen (AP)을 이용하여 마우스의 간손상을 유도한 후 간손상 지표물질인 혈청내

Alanine transaminase (ALT) 및 Aspartic acid transaminase (AST)를 분석하였다(Fig.

1-34). AP 단독 투여군(AP Control)은 Normal group에 비해 AST 및 ALT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베타 글루칸 투여에 의해 AST (p〈 0.05) 및 ALT (p〈 0.01) 값이 유의적으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마선 비조사 베타클루칸(0 kGy)과 감마선 조사

베타글루칸(50 kGy) 사이의 간손상 억제 효과는 유의적 차이가 없어 베타글루칸의 간손상

보호효과에 있어서 분자량 변화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반적으로 마우

스에 과량의 AP를 투여하게 되면 급성 간독성이 유발되는데, AP는 간에서 흡수되어

cytochrome P450 system 효소에 의해 반응성이 높은 산화물질인 NAPQI가 생성되어 간에

독성을 나타내며 ALT 및 AST 효소가 혈청 내에서 급증하게 된다(Dahiln et al., 1984;

Jaeschke et al., 2003; Ju et al., 2002). 한편, Toklu (2006) 등은 베타글루칸을 미리 경구투

여할 경우 체내 항산화 물질인 glutathione의 손실을 방지하고 지방산화에 의한

malondialgehyde (MDA)의 생성을 방지하여 결국 AP에 의해 유도되는 간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베타글루칸은 면역활성을 증진시켜 암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알러지 및 화학물질에 의한 간손상 예방과 치료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베타글루칸은 기능성 식품으 로서 매우 가치가 높은 소재임이 입증

되었다. 특히 방사선 조사에 의한 베타글루칸의 면역활성 및 항암활성 등의 생리활성 증가

는 향후 다양한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효능개선을 위한 방법으로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1-34. Activity of AST (A) and ALT (B) from Acetaminophen induced liver damage mouse

serum. *p < 0.05, **p < 0.01, compared with AP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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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식품독성물질(겨우살이렉틴) 저감화

1) 연구의 필요성

겨우살이(mistletoe, Viscum album)는 여러종류의 나무를 숙주로하여 생장하는 반기생식물

로서 세계 전역에서 30속 1,500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cker, 1986). 겨우살이에는

lectin, alkaloid, viscotoxin 및 polysaccharide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이 존재하며, 오래전부

터 민간요법으로서 고혈압(Kim, 2006), 면역 증진(Heinzerling et al. 2006; Ribkreau-Gayon

et al. 1996; Yoon et al. 2001) 동맥경화증고혈압(Kim, 2006), 암(Yoon, 1998) 등에 대하여 효

과가 있는 신비의 약제로 사용되어왔다. 이중 lectin은 당쇄부분의 특이성 및 분자량에 따라

lectin Ⅰ, Ⅱ 및 Ⅲ 3종류로 구분되는데(Ribereau-Gayon et al. 1996),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

체계를 자극하는 면역증진 효과(Heinzerling et al. 2006; Ribkreau-Gayon et al. 1996; Yoon

et al. 2001), 항암(Yoon, 1998)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겨우살이 렉틴은 Ribosome-inactivating protein (RIP)으로써 A chain이 진핵생물

의 28S ribosome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을 저해하여 세포독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 사용

이 매우 제한적이다(Endo et al., 1988; Mengs et al., 2002). 현재까지 lectin의 독성을 제어하

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어 왔다(Park et al., 1997, 1998, 1999; Yoon et al., 1999; Kang

et al., 2008). 그러나, 발효법의 경우 발효를 돕기 위해 당과 같은 물질을 첨가하며(Kang et

al., 2001), 가열처리의 경우 lectin의 생리활성이 독성과 비례적으로 감소하며, 렉틴의 A와 B

chain을 분리하는 방법 역시 subunit을 분리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처리와 복잡한 분리공정

이 필요하다. 한편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은 다른 방법과 달리 반응촉매가 불

필요하여 불순물 제거공정이 없으며, 비가열 방식이므로 열에 약한 물질에 효과적으로 이용

될 수 있다(Woods & Pikaev, 1994). 또한, 방사선 기술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다양한

생물분자의 구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이화학적, 기능적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예로 lipopoly- saccharide (Bertók, 2005; Previte et al., 1967; Nerkar

& Bandekar, 1986) 및 계란, 우유, 새우의 알레르기원성 감소 (Seo et al., 2004; 2007; Byun

et al., 2000; 2002; Jeon et al., 2002; Lee et al., 2001 a,b ), 항암치료제의 독성 저감(Lee et

al. 2008)등 방사선을 이용한 독성감소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사선의 특성을 이용하여 겨우살이 렉틴의 독성을 저감하

기 위한 방사선 조사 조건을 확립하고자 하였으며, 구조적 변화 확인을 통해 방사선이 렉틴

의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가 lectin의 생리활성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여 기능성 식의약 소재로서 방사선 조사된 lectin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분야 중 biomedicine의 분야의 확대를 위해 실시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겨우살이 시료의 준비

본 실험에 사용한 겨우살이는 내장산 지역에서 참나무를 숙주로 하여 자라는 겨우살이로

서 1월에 채취한 것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겨우살이는 1년 및 2년생으로서 가지의

끝에서부터 두 마디까지의 잎, 줄기 그리고 열매를 겨우살이로부터 절단하여 증류수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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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세척한 후, 건조시킨 다음 진공포장 하여 -70℃에서 보관하였다. 동결된 겨우살이 잎과

줄기 100g을 세절하여 이온교환수지를 통과한 증류수 1ℓ를 첨가한 다음 믹서로 2분간 분쇄

하여 4℃에서 16시간 교반하였다. 그 후 교반액을 원심분리(10000 rpm/30 min, 4℃)하여 상

등액을 모아 pore size가 다른 membrane fiter로 순차적으로 여과하여 (7.2, 0.45, 0.22 ㎛)

부유물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추출액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시켜 갈색

을 분말을 얻었다. 이렇게 얻어진 동결 건조물을 겨우살이 추출물이라 하였고, phosphate

buffed salin (PBS)에 10 mg/ml의 농도로 준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렉틴의 분리

겨우살이 추출물로부터 렉틴 성분의 분리는 유럽산 겨우살이로부터 lectin을 분리한

hydrolyzed sepharose-4B column chromatography 방법을 수정하여 실시하였다. 렉틴 성분

의 분리를 위하여 먼저 한국산 겨우살이로부터 단백질 성분을 수집하였다. 즉 -70 ℃에서 완

전히 동결된 상태의 한국산 겨우살이를 mixer에 넣고 작은 분말이 될 때까지 간 다음 10배

의 0.15M NaCl 용액에 넣고 5시간 동안 4℃에서 교반시켰다. 교반 완료 후 원심분리

(15,000 g, 20 min, 4℃)를 통하여 상등액을 수집하고 pore size를 달리하여 filter(7.2, 0.45,

0.22 ㎛)를 실시하여 갈색의 겨우살이 추출용액을 얻은 후, 단백질 성분만을 수획하기 위하

여 ammonium sulphate [(NH4)2SO4]를 이용한 침전을 하였다. 즉 겨우살이 추출용액을 70%

(NH4)2SO4 포화용액이 되도록 조정하고 4℃에서 overnight 동안 약하게 교반하였다. 원심분

리 (15000g, 20 min, 4℃)에 의하여 침전물을 수집하고 0.15M NaCl (pH7.4) 용액으로 최소

한의 volume이 되도록 용해시키고, PBS 용액으로 3일간 3회 새로운 PBS로 바꾸면서 투석

(Spectra/Por® 4 Membrane, MWCO 10000)을 실시하였다. 투석의 완료 후 수획한 단백질

성분을 0.45 ㎛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lectin의 분리에 이용하였다. 70% ammonium

sulphate로 처리하여 얻은 단백질 성분으로부터 lectin 성분의 분리는 50℃, 0.2N HCl의 조

건하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BS로 산 성분을 세척하여 준비된 hydrolyzed

Sepharose 4B column (55 × 25cm)을 사용하였다. 수획한 단백질 성분을 column에 적용 후,

column volumn 3배의 PBS로 280nm의 OD 값이 0이 될 때까지 colunm을 세척하였으며,

column에 흡작된 물질을 0.1M lactose가 포함된 PBS로 용출하였고, 용출된 물질중 적혈구

응집반응(hemagglutinating activity)을 나타내는 분획을 모아 증류수로 투석(Spectra/Por® 4

Membrane, MWCO 10,000)을 실시하였다. 투석 후 용액을 동결건조하여 얻어진 분말을

PBS로 녹인 후 이를 겨우살이 렉틴 추출물 이라고 칭하였다. 렉틴의 단백질 농도는 단백질

정량 kit을 이용하여 농도를 결정한 후, 1mg/ml의 농도로 분주하여 -20℃에 보관하면서 실

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및 사육

실험동물은 6주령의 암컷 Balb/c 마우스 및 C57BL6 마우스(Orient, Seongnam, Korea)를

이용하였으며, 사육실 및 실험실의 환경은 온도 23±2℃, 상대습도 55±10%, 환기횟수 12회

/hr, 조명주기 12시간(07:00～19:00), 조도 150～300 lux로 조절하였으며, 일반 마우스용 펠릿

사료 ( LabDiet® Purina, USA)를 자유롭게 급여하면서 1주간의 적응사육을 실시한 후 실험

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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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방사선 조사는 11.1 PBq 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을

이용하여 15±2℃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은 5, 10, 15, 및 2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SDS-PAGE

시료의 분자량 측정을 위하여 SDS (sodium dodecyl sulfate)를 함유하는 전기영동은 4～

14% polyacrylamide gel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용단백질 및 표준 단백질 용액과 전기영동용

sample buffer를 1:1로 혼합한 후 70℃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전기영동은

200 mA에서 1시간 전개하였다. 전재가 완료된 gel을 Comassie Blue 로 염색함으로서 단백

질의 band를 확인하였다.

Cirular dichroism

Cirular dichroism (CD) spectra는 150-W xenon lamp가 장착된 Jasco J-715

spectropolarimeter (Japan Spectroscopic)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ar-UV spectra는 190-250

nm의 영역에서 측정하였고 시료(0.2 mg/ml)는 pH7.2의 PBS 용액상태에서 분석되었다. 시

료는 질소가스로 purge시켰으며 1mm의 cuvette을 사용하였다. 3 반복으로 해당 영역을 분

석하여 평균을 구했으며 PBS에 대해 측정된 값을 빼서 계산하였다. 측정된 값을 이용하여

CD Spectra Deconvolution Software (Institut für Biotechnologie, Martin-Luther-Universität

Halle-Wittenberg, Germany)를 이용하여 2차 구조를 분석하였다.

UV spectrum

방사선 조사에 의한 렉틴의 단백질 구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0～350 nm 범위에서

spectrophotometer (UV-1601 PC, Shimadzu Co. kyoto, Japan)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렉틴의 항체 준비

- 면역원의 준비 및 다클론 항체의 생산

Balb/c 마우스에 PBS에 용해된 0.5 ㎍/100 ㎕의 렉틴에 동량의 Complete Freund's

adjuvant를 유화시켜 복강에 면역시켰다. 7일 후에 동량의 항원을 Incomplete Freud's

adjuvant에 유화시켜 1회 더 면역시켰다. 최종면역 7일 후 에 마우스의 눈으로부터 소량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얻은 후, ELISA로 항체의 역가를 확인 후, adjuvant 없이 0.5 ㎍의

항원만으로 복강내에 booster injection 하였다. 3일 후 마우스의 대정맥에서 전혈하여 혈청

을 얻어 이를 다클론 항체로 이용하였다.

- 단클론 항체의 생산

렉틴을 면역한 balb/c 마우스의 비장세포와 P3U1 골수종을 PEG를 이용하여 융합 후,

HAT 배지로 hybridoma를 선별한 후, 렉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는 hybridoma 세포를

ELISA로 선택하고 96 well plate에서 well 당 1개의 hybridoma가 되도록 분주(cloning)하고

37℃, 5% CO2 조건에서 colony를 형성하여 성장할 때까지 배양하였다(Tonevisky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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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Colony를 형성하며 성장한 hybridoma의 배양상등액을 ELISA로 측정하여 렉틴에 대

한 항체를 생산하는 hybridoma를 선별하였으며, 이러한 cloning과 screening을 1회 더 반복

하여 렉틴에 대한 단클론 항체를 생산하는 hybridoma 세포를 선택하였다. 항체를 대량 생

산하기 위하여 pristane을 주입한 마우스의 복강에 hybridoma 세포주를 주사하여 asciti

fluid를 얻었으며, 항체의 정재를 위하여 ascitic fluid를 protein-G affinity column(Phamacia,

USA)에 적용하여 항체를 분리하였다.

Immunobloting

단클론 항체와 폴리클론 항체를 이용하여 immunoblot analysis를 실행하였다. 12%

SDS-PAGE를 이용하여 렉틴을 전기영동한 후 nitrocelluose (Bio-Rad) 막으로 렉틴을 전이하

고 렉틴이 전이된 nitocelluose 막을 5% 탈지분유 용액을 이용하여 3시간 동안 blocking한

후 렉틴에 대한 monoclonal antibody (1:10,000 in 5% milk powder in PBS-T) 또는

Polyclonal antibody (1:10,000 in 5% milk poder in PBS-T)에 넣은 후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배양하였다. PBST로 세척한 후 HRP가 표지된 anti-mouse antibody를 사용(1: 3,000)하여 1

차 항체에 반응하도록 2시간 상온에서 배양한 후 0.1% PBS-T 용액으로 10분씩 3번 교반하

여, 남아있는 잔여항체들을 제거했다. ECL AdvanceTM western bloting Dexection Kit을 사

용하여 발광한 후 이미지화 시스템(MetaMprph)을 이용하여 발현을 측정하였다.

ELISA

Polystyrene flat-bottom microtiter plates (Maxisorp, Nunc, Kamstrup, Denmark)에 0.2 M

bicarbonate buffer (pH 9.6)를 사용하여 intact lectin (1ug/ml)을 하루밤 동안 고정시키고,

세척 후 2% BSA로 blocking 하였다. 세척 후 마우스의 혈청을 일정한 비율 (1:10,000)로 희

석하여 반응시키고 다시 세척하여 각 anti mouse IgG를 (1: 20,000) 넣어 반응시켰다. 효소

의 기질용액은 TMB (soluble, Calbiochem)를 사용하여 발색시킨 후, 0.1 M HCl로 반응을

종결시켰다. 각 그룹의 반응 정도는 450 nm의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정상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렉틴의 세포독성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마우스 세포주인 3T3-L1과 인간 심장 세포주인

HpG2, 인간 간 세포주인 Chang을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으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은 각각의 세포주를 5×104 cells/well씩 96 well plate에 90

㎕씩 분주하고 0 에서 100 kGy로 조사한 겨우살이 추출물 및 0-20 kGy로 조사된 렉틴을 적

정 농도로 처리하고 37℃, 5% CO2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을 통해 산

출하였다. MTT assay는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2H-tetrazolium bromide용액

(5 mg/ml)를 30 ㎕ 씩 분주하고 2시간 처리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crystal

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적혈구 응집반응

렉틴의 활성 확인을 위하여 적혈구(erythrocytes) 응집반응을 실시하였다. Hydrolyzed

Sepharose 4B column에 의하여 분리한 ML 분획을 원액부터 2배씩 희석하여 96 well

round bottomed plate에 분주(50 ㎕) 하였다. 그 후, Ficoll-Hypaque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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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paque®-1077, Sigma)를 이용하여 분리한 적혈구를 1×108/ml의 농도가 되도록 PBS에

현탁시켜 각 well에 50 ㎕씩 첨가하고 37℃에서 1시간 동안 배양 후, 적혈구 응집반응이 일

어났는지를 조사하였다. 배양 종료 후, 적혈구 응집반응이 일어난 각 well의 단백질 분획 최

대희석비로서 lectin의 활성(hemagglutination activity: unit)을 측정하였다.

마우스의 생존율 분석

각각 5마리의 암컷 ICR 마우스에 체중 kg당 각각의 조사 및 비조사 그리고 가열처리한

렉틴을 5, 25, 50, 100 ㎍/kg의 용량으로 정맥으로 1회 투여하였다. 시험물질은 PBS에 녹여

kg당 10ml의 용량을 사용하였고, 또한 대조군으로서 각각 5마리의 ICR 마우스에 PBS를 투

여하였다. 투여 직후 및 7일간 시험 동물을 관찰하여 이상여부 및 치사율 등을 조사하였다.

모든 생존 동물을 7일재에 안락사 시킨 후 부검하여 이상 유무를 관찰하였다.

혈액학적 독성 분석

각각 3마리의 Balb/c 마우스에 체중 kg당 방사선 조사, 비조사, 및 가열처리한 렉틴을 5,

25, 50, 100, 250 ㎍/kg의 용량으로 정맥으로 1회 투여하였다. 투여 후 48시간 후에 마우스

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biochemistry autoanalyser (Hitachi 7180,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혈액을 채취한 마우스는 장기(liver 및 kidney)를 적출하여 조직학적인

hitology를 관찰하였다.

간조직의 조직학적 분석

혈약학적 분성에서 적출한 장기를 10% formaldehyde solution에 약 24시간 정도 고정시

킨 후, Paraffin에서 embedding 하였고, 조직 절편은 hematoxylin and eosin (H&E)의 방법

으로 핵과 핵질을 염색하였다. 염색된 조직 절편은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관찰하였다.

정상마우스 비장세포의 면역활성

렉틴이 비장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 실험으로 구

분하였으며, 첫 번째 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우선, 렉틴을 급여하기 않은 정상 마

우스로부터 비장(Spleen)을 적출한 후 세포 분화능 분석을 위해 비장세포를 분리하였다. 즉,

경추탈골법으로 희생시킨 마우스의 비장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여 RPMI 1640 medium으로

씻은 다음 멸균된 tissue homogenizer로 가볍게 분쇄하여 세포를 유리시켰다. 분리된 세포

현탁액을 1,500 rpm에서 3분간 원침 시킨 후 cell pellet을 lysis buffer (Tris-buffered

ammonium chloride; 0.87% NH3Cl, pH 7.2)에 5분간 현탁시켜 적혈구를 제거하였다. 위의

세포는 다시 RPMI로 원심 세척한 다음, 10% fetal bovine serum (FBS)이 함유된 RPMI

164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분화능 분석을 위한 세포수는 96 well plate에 1×106

cells/well을 90 ㎕ 씩 분주하였으며, Cytokine 분석을 위한 세포수는 48 well plate에 2×10
6

cells/well을 450 ㎕ 씩 분주하고, 렉틴을 최종농도가 2.5～20 ㎍/ml이 되도록 처리한 후 24

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법으로 세포분화능을 분석하였다. 한편, Cytokine 생성량은

48 well plate에 0 및 50 kGy로 조사한 렉틴 (최종농도 2.5~20 ㎍/ml)을 처리하고 T세포 자

극을 위해 Concanavalin A (Con A, 5 ㎍/ml)을 첨가하였다.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상등액

을 수거하여 Th-1 type 싸이토카인(IFN-γ and IL-2)의 양을 ELISA kit (BD Bio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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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렉틴 투여 마우스분리 비장세포의 면역 활성

렉틴이 비장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두 번째 실험으로 마우스를 9개

의 그룹으로 구분한 후 마우스로부터 비장 및 페이어스 패치(Peyer's patch)를 척출하였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음성 대조군(Normal group), 0 kGy 렉틴 5㎍/kg 투여군(0 kGy -

5㎍), 0 kGy 렉틴 25㎍/kg 투여군(0 kGy - 2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렉틴 5㎍/kg을

투여군(5 kGy - 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렉틴 25㎍/kg을 투여군(5 kGy - 2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렉틴 5000ng/mouse을 투여군(5 kGy - 250㎍/kg) 그리고, 가열처리된

렉틴 5㎍/kg을 투여군(heated - 5㎍), 가열처리된 렉틴 25㎍/kg을 투여군(heated - 25㎍),가

열처리된 렉틴 250㎍/kg을 투여군(heated - 250㎍) 이었다. 렉틴 투여군은 렉틴을 3일전 마

우스 꼬리 정맥에 주사(i.v) 한 후 마우스로부터 비장을 적출하고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면역세포를 분리하고 세포 분화능을 분석하였다.

비장세포 분화능은 비장세포를 96 well plate에 T세포 mitogen인 Con A를 (5 ㎍/ml)로

처리하고 24시간과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MT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페이어스 패치

세포분화능 분석을 위한 세포수는 96 well plate에 5.0×105 cells/well을 90 ㎕ 씩 분주하였

으며, Cytokine 분석을 위한 세포수는 48 well plate에 1.0×106 cells/well을 450 ㎕ 씩 분주

하였으며, 면역자극원으로서 Concanavalin A (Con A)(5 ㎍/ml)와 Lipopolysaccharide

(LPS)(1 ㎍/ml)로 각각 처리한 후 24시간 및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세포분화능 및 Cytokine

분비량을 각각 MTT 및 ELISA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대식세포(RAW 26.7 cell) 활성

렉틴이 마우스 대식세포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murine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cell (KCLB, Korea)을 이용한 실험과 마우스로부터 직접 대식세포를 분리

한 실험으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마우스로부터 대식세포 분리를 위해 Balb/c 마우스에 3%

liquid thioglycollate medium을 1 ml/mouse의 용량으로 복강내에 주사하고, 3일 후 8 ml의

RPMI 1640 medium을 주사하여 복강으로 부터 세포를 분리하였다. 얻어진 세포는 2% BSA

(bovine serum albumin)로 코팅된 튜브에 담아 15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를

침전시킨 후 10% FBS 및 penicillin-streptomycin (20 ㎍/ml)이 함유된 1 ml의 RPMI 1640

medium을 가하고 세포가 고르게 부유되도록 흔들어 주고, 대식세포 분화능 분석을 위해

Trypan blue 용액으로 세포를 염색하고 haemacytometer를 이용하여 생존 세포수를 측정하

였다.

RAW 264.7 세포 분화능은 penicillin과 streptomycin이 각각 100 units/ml이 되도록 10%

FBS이 함유된 DMEM 배지(GIBCO,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였으며, 세포 분화능

분석은 96-well plate에 5.0×10
4

cells/well을 90 ㎕씩 분주하여 분석하였으며, Cytokine 분비

능은 48-well plate에 1.0×105 cells/well을 450 ㎕씩 분주하여 실험하였다.

이때 마우스로부터 직접 분리한 대식세포 분화능은 DMEM 배지 대신 RPMI 배지를 이용

하였으며, 세포 분화능은 96-well plate에 1.0×106 cells/well을 90 ㎕씩 분주하여 분석하였으

며, Cytokine 분비능은 48-well plate에 2.0×106 cells/well을 450 ㎕씩 분주하여 실험하였다.

분주한 세포는 5% CO2 incubator(37℃)에서 2시간 동안 전배양하여 세포를 부착시킨 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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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15, 20kGy로 조사한 렉틴의 최종농도가 6.25～2,000 ㎍/ml이 되도록 렉틴을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TNF-α는 48 well plate에서 배양한 세포의 상등액을 수거

한 후 ELISA Kit (BD Bioscience,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Nitric oxide (NO)

함량 분석을 위해 상등액을 Griess regent (1% sulfanilamide; 0.1%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2.5% phosphoric acid)에 넣고 10분간 반응

시킨 다음, 585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NO 함량은 Sodium nitrite을 표

준시료로 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배양액내의 nitrite 함량을 정량하여 환산하였다.

항암활성

- 암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in vitro)

렉틴의 세포독성 실험에 사용된 암 세포주는 마우스 유래 피부암 세포주인 B16BL6과 인

간 대장암 세포주인 HCT-15, 인간 혈액암 세포주인 THP-1과 인간 유방암 세포주인 MCF-7

를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으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암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

성은 각각의 암세포주를 5×104 cells/well씩 96 well plate에 90 ㎕씩 분주하고 0 및 50 kGy

로 조사한 렉틴을 최종농도 6.25～200 ㎍/ml이 되도록 처리하고 37℃, 5% CO2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을 통해 산출하였다.

-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in vivo)

렉틴이 암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를 모두 6개의 그룹(n=7)으로

분리하였다. 음성 대조군(Normal group), 0 kGy 렉틴 5㎍/kg 투여군(0 kGy - 5㎍), 0 kGy

렉틴 25㎍/kg 투여군(0 kGy - 25㎍/kg),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렉틴 5㎍/kg을 투여군(5

kGy - 5㎍),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렉틴 25㎍/kg을 투여군(5 kGy - 25㎍) 그리고, 가열처

리된 렉틴 5㎍/kg을 투여군(heated - 5㎍), 가열처리된 렉틴 25㎍/kg을 투여군(heated -2

25㎍)이 었다. 렉틴은 각각 암세포 투여전(Pre-treatment group) 3일 전에 꼬리 정맥을 이용

한 주사(i.v) 하였다.

암성장 억제효과는 등부위의 털을 제거한 C57BL6 마우스에 B16BL6 (5.0×10
5
/mouse)를

피하(intradermal, i.d.)주사하여 암세포성장(Tumor-bearing) 마우스 모델을 만든 후 14일 후

암세포의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암전이 억제 효과 (in vivo)

렉틴의 암전이 억제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대장암세포인 Colon 26-M3.1 cell

(1×104/mouse)을 Balb/c 마우스의 꼬리정맥 (intravein, i.v.)에 주사하여 암을 전이시켰다.

음성 대조군(Normal group), 0 kGy 렉틴 5㎍/kg 투여군(0 kGy - 5㎍), 0 kGy 렉틴 25㎍

/kg 투여군(0 kGy - 25㎍/kg),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렉틴 5㎍/kg을 투여군(5 kGy - 5

㎍),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렉틴 25㎍/kg을 투여군(5 kGy - 25㎍) 그리고, 가열처리된 렉

틴 5㎍/kg을 투여군(heated - 5㎍), 가열처리된 렉틴 25㎍/kg을 투여군(heated -2 25㎍)이

었다. 렉틴은 각각 암세포 투여 3일 전(Pre-treatment group)에 꼬리 정맥을 이용한 주사(i.v)

하였다. 암전이 억제효능은 암투여 14일 후 폐에 생성된 암세포수(colony)를 계수하여 산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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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 cytometry를 이용한 면역세포의 비율 측정

암성장 마우스의 비장세포에 존재하는 CD4+ 및 CD8+ T 세포의 비율을 산출하기 위해 비

장세포(1.0×106 cells/ml) 1ml을 5ml tube에 분주하고, CD4+ 및 CD8+ T 세포에 각각 2 ㎕의

FITC-항체 및 PE-항체가 결합하도록 30분 동안 4℃에서 반응 시킨 후 0.5% FBS가 함유된

PBS 0.5ml에 부유시켜 Flow cytometry analysis (Beckman Coulter C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시료당 10,000개의 세포가 측정되도록 Cell Quest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결과값은 forward scatter (FSC)와 side scatter (SSC)의 dual parameter

를 이용한 dot plot 상에서 Total T 세포에 대한 CD4+ 및 CD8+ T 세포의 비율(gated %)을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상기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 (version II, SPSS Inc.)에서 프로그램에 의

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중위검정을 실시하여 분석하였

다.

3) 결과 및 고찰

단백질 전기영동 패턴변화

0에서 20 kGy로 감마선 조사된 렉틴의 전기영동적 패턴을 Fig. 1-35에 나타내었다. 전기영

동 상에서 방사선 비조사 렉틴을 주로 29 kDa 과 33 kDa에서 밴드가 관찰되었고 60 kDa과

26 kDa에서 약한 밴드가 관찰되었다. 이는 Yoon 등(1999)이 한국산 겨우살이에서 추출한 렉

틴과 비슷한 결과로써 이 연구에서 추출한 렉틴이 기존의 한국산 겨우살이 렉틴과 일치하는

것을 보여줬다. 5 kGy이상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렉틴은 전기영동 패턴에서 주요밴드가

사라졌으며 고분자량으로 응집되어 고분자량대에서 끌리는 듯한 현상을 보여줬으며 고선량

으로 갈수록 well 상에서 내려가지 않는 것을 보여줬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β

-lactoglobulin (Lee et al., 2001), bovine and porcine serum plasma (Lee et al., 2003), hen's

lysozyme (Stevens et al., 1679), ovomucoid (Moon and Song, 2001) 및 ovalbumin (Byun

et al. 2004)과 같은 다른 단백질에서도 관찰되었다. Gaber (2005)는 BSA 단백질 용액의 감마

선 조사는 물의 radiolysis에 의해 생성된 산소 라디칼에 의해 polypeptide chain의 분해,

cross-linking 및 응집뿐만 아니라 단백질 분자의 규칙적인 구조의 파괴를 일으킨다고 보고

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량으로 응집되거나 저분자량으로 파편화되는 현상은 단백질간

의 cross-linking과 소수성 결합에 의해 일어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Garrison, 1987; Puchala

and Schessler, 1993; Kume and Matsuda, 1995). 감마선 조사 후 용액에서는 자유아미노산

과 단백질간 그리고 peptide와 단백질간에 공유결합이 형성된다(Garrison, 1987).

Davies(1987)는 17종의 단백질에서 ․OH + O2-(+O2)에 의한 소편화가 일어났으며 ․OH에

의해 형성된 공유결합으로 응집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OH에 의한 응집현상에 대

해 Tuce 등(2001)은 ․OH에 의해 OVA(ovalbumin) 분자에서 수소가 이탈되고 OVA․ 가

형성된 후 (OVA + ․OH = OVA․ + H2O), OVA․, OVA․ 간의 결합이 발생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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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A․과 native OVA의 결합에 의한 radical 의 grafting 과정에 의해 고분자 물질이 형성

된다고 보고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응집화는 disulfide bond, 소수성 및 정전기적 결합

의 형성에 의해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Divies and Delsignore, 1987). 렉틴에서도 비슷한 반

응이 일어나 고분자화 되는 것으로 보인다.

Fig. 1-35. SDS-PAGE profile of gamma-irradiated lectin at 0, 5, 10, 15, and 20 kGy. M mean

molecular weight standard markders and numbers on the left side and upside

indicate the molecular weight (kDa) of the standard markder and radiation dose

(kGy), respectively.

UV spectrum

단백질의 구조적 변형은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해 활성의 변화를 수반한다.

방사선 조사는 물리적인 에너지로 물질의 특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수용액 상태에서

조사된 단백질은 물에서 생성된 Hydroxyl 라디칼에 의해 방사선에 민감한 부분이 가장 먼저

주요 목표물이 되어 분자적 변화가 일어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radical은 단백질의

방향족 및 황이 포함된 아미노산에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cysteine, cystine, methionine 등은

다른 아미노산에 비해 radical과 빠르게 반응하여 이들이 이루고 있는 결합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cystine과 같은 아미노산은 radical에 의해 작용시 disulfide bond가 파괴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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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peptide bond에도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이들 결합의 파괴는

라디칼에 의해 단백질을 파편화, cross-linking, 응집화 및 산화를 일으킬 수 있어, 최종적으로

단백질의 구조에 변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UV 스펙트럼은 단백질 표면의 방향족 아미노산의 잔기의 흡광도에 의한 구조 변화를 나타

낸다. phenylalanine, tyrosine과 tryptophan의 세 개의 아미노산은 방향족 잔기를 갖으며 이

방향족 아미노산은 스펙트럼의 UV 영역 근처에서 빛을 강하게 흡수한다 (Weltlaufer, 1962).

Tyrosine과 tryptophan은 280 nm의 영역에서 단백질에 의한 UV 흡수가 대부분 일어난다.

Tryptophan은 phenylalanine보다 100배 이상 더 강하게 흡수한다. phenylalanine은 260 nm

의 흡광도에서 측정한다. 이러한 특성은 단백질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Mathew

et al., 1999).

Fig. 1-36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감마선 조사된 겨우살이 렉틴의 흡광도는 비조사구에 비해

5 kGy 조사의 경우 약간의 증가는 보였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10, 15 그리고 20 kGy의 경

우 230에서 320 nm사이에서 흡광도가 증가하였다. UV 흡광도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구조변화가 나타난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구조변화에 의해 단백질의 Tyrosine 과

Tryptophan과 같은 내부 아미노산이 외부로의 노출에 의한 것을 의미한다.

Fig. 1-36. UV absorption spectra of gamma-irradiated Korean Mistletoe lectin at 0, 5, 10, 15,

and 20 kGy.

Circular dichroism (CD) spectroscopy

Circular dichroism (CD) spectroscopy는 구조적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좌편광과 우편광의

흡수된 정도의 차이를 측정한다. CD spectroscopy는 far-UV 영역 (190-250 nm)에서 2차 구조

를 측정할 수 있다. 이 파장 영역에서 발색단은 peptide bond이고 측정이 되는 시그널은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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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ary structure
Irradiation Dose (kGy)

0 5 10 15 20

α-Helix 76.80 35.90 27.30 22.60 20.40

Random Coil 8.20 31.40 32.10 36.30 35.60

Sheet 15.60 32.40 40.10 40.90 43.10

칙적이고 잘 접힌 구조일때 생성이 된다. α-helix, β-sheet 및 random coil 구조는 CD

spectrum에서 각각 독특한 모양과 특성을 나타낸다. 보통 208과 220 nm의 peak가 단백질의

α-helix 2차 구조를 나타내며, 214 nm는 β-sheet 2차 구조를 나타낸다(Chang et al., 1978;

Myer, 1968). 용액상태에서 단백질의 방사선 조사는 공유결합이 쉽게 파괴되고 산소 라디칼

에 의해 규칙적인 구조의 파괴에 의해 이들의 2차 및 3차 구조가 변형된다(Lee et al., 2003).

렉틴의 α-helix 구조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α-helix의 함량이 감소하였다. 반대

로 sheet 및 random coil 구조는 조사에 의해 증가되었다( Table 1-6. & Fig. 1-37) 이러한 결

과는 Lee(2003) 등이 Ovalbunim을 가지고 방사선 조사 후 단백질의 2차 구조를 분석한 결과

α-helix 구조가 파괴되고 random coil 및 β-turn 구조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감마선

조사는 단백질에서 α-helix 구조를 감소시키고 random coil 및 Sheet 구조를 증가시키는 CD

spectroscopy의 far-UV specta 영역에서 주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6. Far-UV CD spectra of intact lectin and gamma-irradiated lectin at 5, 10, 15, and 20

kGy

(unit %)

Fig. 1-37. The content of the secondary structural conformations from the far-UV CD spectra of

the gamma-irradiated lectin at 0, 5, 10, 15 and 20 kGy,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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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스펙트럼

방사선 조사에 의한 렉틴의 구조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FT-IR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FT-IR

스펙트럼은 Fig. 1-38과 같다. 렉틴을 구성하는 glucose의 functional group인 -OH, C-H,

C=O 및 C-O는 각각 3415, 2929, 1748 및 1200～950 cm-1에서 투광도 영역에서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Mathlouthi and Koenig, 1986; Gutierrez, 1996; CarlaMaísa, 2005). 감마선 비조사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된 렉틴의 스펙트럼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들 기능기들이 모두 존재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른 영역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특이 peak를 확

인 할 수 없었다.

Fig. 1-38. FTIR spectra of lectin irradiated at various dose and heated.

항원항체반응

Fig. 1-3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단클론 항체 IgG의 결과에서 5 kGy로 조사된 렉틴의 비조

사 렉틴의 항원결정기는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비조사된 lectin과 유사게 남아있었다. 5

kGy로 조사에 대한 단클론 항체 IgG 반응성은 비조사된 lecint과 유사하게 희석비율에 따라

감소하였다. 가열처리된 렉틴의 경우 단클론 항체 IgG와 반응하지 않았으며 다클론 항체 IgG

또한 가열처리된 렉틴과는 반응하지 않았다. 조사선량이 10 kGy 이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항

체의 반응성은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Masuda et al. (2000)은 감마선 조사된 ovalbumin은 그 자체가 응집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본래의 구조에서 항체의 접근이 용이했던 항원결정기가 가려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Ci-ELISA에서 얻어진 그래프의 기울기의 변화는 항원결정기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구조 변

화를 나타낸다 (Lee et al., 2001). 기울기의 증가는 단백질과 항체간의 결합능의 감소를 나타

낸다. 만약 기울기가 유사할 경우, 그 항원결정기는 구조에서 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한다(Lee et al., 2001). 현재의 결과에서 감마선 조사된 렉틴의 기울기는 점차 적으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항원결정기의 구조가 변화하여 렉틴과 항체간의

결합능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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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9. Reactivities of mouse anti-lectin IgGs to intact, gamma-irradiated and heated lectin

by ELISA inhibition assay. A) Polyclonal antibody, B) monoclonal antibody

Western bolt

렉틴을 면역한 마우스의 혈청의 렉틴에 대한 다클론 항체는 비조사 렉틴의 모든 밴드와

반응하였다. 이 밴드들은 60 kDa 및 29, 34 kDa의 밴드를 인식되었다. 렉틴에 대한 단클론

항체는 비조사 렉틴의 A chain과 주로 반응하였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된 렉틴들은 단일한

밴드로 측정되지 않았고, SDS-PAGE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끌리는 형태로 측정되었으며, 그

반응은 약하였다(Fig. 1-40). 이러한 경향은 상단부의 밴드는 well 상에서 내려가지 못한 렉

틴으로 조사선량에 따라 약간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변 등(2004)이 OVA를 가지고 실험한 결

과와 비슷하며, IgG에 대한 감마선 조사된 렉틴과 비조사된 렉틴사이의 반응차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항원결정기의 변화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가열처리한 렉틴의 경우

Monoclonal anti-lectin mouse IgG는 intact 와 같은 결과를 보였지만 polyclonal anti-lectin

mouse IgG는 여래개의 밴드가 관찰되었으며, 조사구보다 강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가열과

감마선조사가 렉틴의 구조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의미한다. 가열처리의 경우 ELIS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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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항체와 결합하는 능력이 가장 적었지만 monoclrola antibady를 사용한 Western blot

에서는 비조사 렉틴과 비슷한 결과를 보었으며, 폴리의 경우에도 비조사 렉틴과는 적었지만

조사처리구보다는 강한 결합력을 보여주었다. ELISA에서보다 Western blot에서 더 강한 결합

력을 보여주는 것은 전기영동시 첨가된 SDS가 두 개의 아미노산 잔기마다 한 분자씩 결합하

여 단백질에 형성된 비공유결합을 파괴하여 단백질을 변성시킨다(분자생물학회, 2006). 변성

된 단백질은 변성전 가려졌던 항체와 결합되는 부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결합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0. Immunoblot of gamma-irradiated lectin at 0, 5, 10, 15, 20 kGy and heated. A)

monoclonal antibody, B) Polyclonal anti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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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 추출물의 세포독성 변화 (in vitro)

세포주에 대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B16BL6, AGS, THP-1 그리

고 MDCK 세포주에 대해 겨우살이 추출물을16, 31, 62, 125, 250, 그리고 500 μg/ml의 농도

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 후 세포독성을 분석하였다(Fig. 1-41). 겨우살이 추출물은 0, 10, 30,

50, 70 그리고 100 kGy로 조사하였으며 Park 등(2001)의 방법대로 가열처리하여 독성을 저감

화 한 추출물을 추가하였다. 그 결과 감마선 비조사 겨우살이 추출물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

겨우살이 추출물은 모두 조사선량에 유의 적으로 세포독성이 감소하여 감마선 조사가 겨우

살이의 세포 독성을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가열처리군의 경우 cell line에 따라 세포독성의

차이가 보였으나 대체로 30 ~ 70 kGy의 선량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박 등(2001)은 겨우살

이 추출물의 가열시 렉틴이 주로 독성이 저감화 하고 알칼로이드는 독성이 거의 변하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 방사선 조사시 100 kGy의 선량이 가열보다 독성의 감소가 더 증가한 것은

방사선 조사는 가열과 달리 렉틴 뿐만아니라 알칼로이등의 다른 독성물질도 독성을 감소시킨

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41. Cytotoxicity of Mistletoes extract on B16BL6 cell(A), AGS cell(B), THP-1 cell (C),
and MDCK cell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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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 렉틴의 독성 저감화 (in vitro)

방사선 조사에 의한 렉틴의 세포독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겨우살이에서 추출한 렉틴을

0, 5, 10, 15, 그리고 20 kGy로 조사하였다. 또한 세포주에 대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세포독성

을 확인하기 B16BL6, AGS, 그리고 RAW 264.7등에 대해 겨우살이 렉틴을 31～1000 ng/ml

의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 후 세포독성을 분석하였다(Fig. 1-42). 그 결과 감마선 비조

사 겨우살이 렉틴은 농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세포독성이 증가하였다. 5 kGy 이상의 감마

선이 조사된 렉틴은 1000 ng/ml 의 농도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열처리군의 경우

에는 이전의 연구결과(Park et al. 2001)와 같이 모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렉틴은 A와 B chai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A-chain은 cell의 리보좀과 결합하여 단백질 합성

을 저해하고, B-chain은 세포벽의 당부분과 결합한 후 세포내로의 렉틴의 침투에 관여한다.

압서 실험한 적혈구 응집반응에서 5 kGy의 선량에서 적혈구 응집반응이 변함없는 것으로 보

아 세포막의 당부분과 결합할 수 있는 B-chain의 활성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5 kGy 의 선

량에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A-chain의 세포독성이 있는 부분의 구조가 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1-42. Cytotoxicity of lectin on Colon cell (A), B16BL6 cell (B), and AGS cel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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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혈구 응집반응

비조사 렉틴의 경우 Kang 등(2007)이 한국겨우살이에서 추출한 KML-C, KML-IIU, 그리고

KML-IIL는 8 ㎍/ml의 농도에서 적혈구 응집반응을 보이고 4 ㎍/ml의 농도에서는 적혈구 응

집반응이 없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비조사 렉틴의 6.25 ㎍/ml의 농도에서는 응집반응이 일

어났고, 3.13 ㎍/ml의 농도에서는 적혈구 응집 반응이 없어 Kang 등(2007)이 추출한 렉틴과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감마선 조사 렉틴의 경우 5 kGy로 감마선 조사된 렉틴은 비조사 렉틴

과 적혈구 응집반응의 차이가 없었으며, 6.25㎍/ml의 농도에서 적혈구 응집반응이 일어났으

며, 10 kGy 이상으로 감마선이 조사된 렉틴의 경우 100 ㎍/ml 의 농도에서도 적혈구 응집반

응은 일어나지 않았다(Fig. 1-43). 겨우살이 렉틴의 경우 B-chain에 적혈구 세포표면의 당과 결

합하는 부분이 존재한다(Park et al., 2008). 그러므로 A-chain이 없다 하더라도 B-chain 만으

로도 적혈구를 응집시킬 수 있다(Park et al., 2008), 그러므로 적혈구 응집반응이 감소하거나

사라지는 것은 B-chain의 구조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된 렉틴의 경우 5 kGy의 선량에서는 적혈구 응집반응이 비조사 렉틴과 차이가 없었으

나 10 kGy의 선량에서는 고 농도에서도 반응이 없었다. 이로보아 5 kGy 선량까지는 B-chain

의 당결합능이 유지되지만 5 kGy 이상의 선량부터 당결합부위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

인다.

Fig. 1-43. Hemagglutination of mouse erythrocytes treated with Korean mistletoe lectins. 50ul

of samples in serial dilution were mixed with 50ul of erythrocyte suspension in PBS

(2% of blood volume) and incubated for 1 h at 37℃. Untreated erythrocytes were

used a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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렉틴투여에 따른 마우스 생존

군당 5마리의 절식 생쥐에 체중 kg당 25, 50, 100, 250 ug의 용량으로 0 kGy, 5 kGy 그리

고 가열(100℃ 30min)처리 된 렉틴을 1회 정맥 투여하였다. Table 1-7의 결과에서처럼 비조사

된 렉틴 100 ㎍/kg 으로 정맥투여한 그룹에서는 투여 하루만에 4마리가 사망하였고, 이틀째

나머지 1마리가 사망하였다. 50ug/kg 투여군에서는 투여 후 24시간 후에 1마리가 사망하였

고, 이틀째 1마리가 사망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투여군에서는 사망한 동물이 한 마리도 없었

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한 렉틴의 LD50은 50ug/kg과 100ug/kg사이인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

한 생쥐의 경우에서는 IL-1, TNF-a 와 같은 cytokine의 대량유도로 추정되는 발열 현상, 입모

현상(piloelection)등이 관찰되었고 눈에서는 진물이 분비되었지만, 생존한 동물에서는 별다른

임상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비조사 렉틴의 LD50 추정치는 Kang(2007)등이 한국산 겨우

살이로부터 정제된 렉틴 성분 KML-IIU 의 예비 독성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조사 및 가열처

리 렉틴의 경우 250 ug/kg 까지의 투여 농도에서도 폐사하는 경우가 없었다. 이로보아 조사

및 가열처리구의 LD50은 250 ug/kg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선 조사가 렉틴의 독성을

in vitro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in vivo에서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7. Mortality in mouse administrated intravenously with Lectin

Treatment Dose

(㎍/kg bodyweight)

Days after treatment

1 2 3 4 5 6 7 Final
mortality

Normal PBS 0/5 0/5 0/5 0/5 0/5 0/5 0/5 0

Non-
treated

25 0/5 0/5 0/5 0/5 0/5 0/5 0/5 0

50 0/5 1/5 2/5 2/5 2/5 2/5 2/5 2

100 4/5 5/5 5/5 5/5 5/5 5/5 5/5 5

250 5/5 5/5 5/5 5/5 5/5 5/5 5/5 5

Irradiatied
at 5 kGy

25 0/5 0/5 0/5 0/5 0/5 0/5 0/5 0

50 0/5 0/5 0/5 0/5 0/5 0/5 0/5 0

100 0/5 0/5 0/5 0/5 0/5 0/5 0/5 0

250 0/5 0/5 0/5 0/5 0/5 0/5 0/5 0

Heated

25 0/5 0/5 0/5 0/5 0/5 0/5 0/5 0

50 0/5 0/5 0/5 0/5 0/5 0/5 0/5 0

100 0/5 0/5 0/5 0/5 0/5 0/5 0/5 0

250 0/5 0/5 0/5 0/5 0/5 0/5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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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학적 독성

비조사 및 감마선 조사렉틴의 생체에 대한 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체내의 신진대사에 관

여하는 두 장기인 간과 신장 (kidney)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간장의 기능은 간세포가

함유하는 GOT (glutamic-oxalactate transaminase)와 GPT (glutamic-pyruvic transnaminase)의

두 효소를, 신장의 기능은 CRE (boold creatin)와 BUN (blood urea nitrogen)의 혈중농도를

측정하여 조사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가열처리한 렉틴을 사용하였다. GOT와 GPT는 간대사

와 관련된 효소로서 간손상의 biomarker로 사용하고 있다(Lieber 1994; Plaa 1991). Fig. 1-44

의 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Balb/c 마우스에서 비조사 렉틴 25 ug/kg을 주사한 마우스의

경우 GOT와 GPT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렉틴의 경우 25 ug/kg의 농도에서

간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이며 이보다 낮은 100 ug/kg의 경우 GOT 및 GPT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5 kGy로 조사된 렉틴의 경우 250 ug/kg 투

여군에서도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아 방사선 조사가 렉틴의 간에 대한 독

성을 저감화 시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RE 와 BUN은 모든 농도 및 렉틴의 방사선 및

열 처리구에서 정상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Fig. 1-45).

Fig. 1-44. Levels of GOT and GPT in sera injected with lectin. GOT; glutamic-oxaloactic

transaminase, GPT; Glutamic-pyruvic transsam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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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5. Levels of CRE and BUN in sera injected with lectin. CRE; blood creatine, BUN;

blood urea nitro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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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직의 손상 변화

조사 및 비조사 렉틴의 투여에 따른 마우스의 간의 morpholgy 영양을 평가하였다. 겨우살

이에서 추출된 lectin은 항암효과를 보여주지만 이러한 렉틴에는 독성이 존재한다. 기존의 연

구들은 동물에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렉틴의 처리 농도를 구한 후 독성을 일으키지 않는 범

위 내에서 렉틴에 대한 활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의 목적은 렉틴의 독성 저감

화에 대한 연구이므로, 렉틴의 독성을 유발하는 농도인 25 ㎍/kg의 양으로 비조사, 조사, 가

열처리한 렉틴을 처리하여 마우스의 조직에 대한 렉틴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마우스(BALB/C)에 25 ㎍/kg의 농도로 렉틴을 투여한 결과 투여량에 의존적으로 간에 대

한 독성이 관찰되었다. 0 kGy의 lectin 투여구의 경우 간동맥의 hepatocytes의 형태, 세포질의

vacuolization, 그리고 담관의 손상을 가져왔다. 가열처리와 감마선 조사된 렉틴의 경우 렉틴

의 독성 변화가 일어났다. 방사선 조사 처리된 렉틴을 투여한 쥐가 비조사 처리구에 비해 현

저하게 간 손상이 적어진 것을 관찰하였다. 가열처리 한 렉틴 또한 0 kGy의 렉틴에 비교하여

더 적은 변화를 보여주었다(Fig. 1-46). 이러한 결과는 세포독성 실험에서 조사 및 가열 처리

된 렉틴의 독성의 감소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렉틴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독성 감소 효과

는 감마선조사가 CD 및 SDS-PAGE의 결과에서 보듯 렉틴의 구조가 변화하여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1-46. Reduction of non-irradiated (0 kGy; B), irradiated (5 kGy; C), and heat treated (D)

mistleto extracted lectin feeeding (25 ㎍/kg body weight) mice (BALB/C) on liver

morphology by H & E staining and mormal liver tissue was compared as a contro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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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의한 면역활성 변화

- Macrophage Cytokine 분비능

생체의 면역감시기구에서 제 1선을 담당하는 macrophage는 특히 종양세포에 대하여 직접

적인 세포와 세포간의 접촉(cell-to-cell)을 통하여 종양세포를 인식하고 살해하는 능력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 가지 cytokines을 유도함으로서 이 후의 항 종양 활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

는 자연살해세포(NK cell), B-세포 및 T-세포의 성숙매개 물질인 IL-1, 직접 종양을 괴사시키

는 TNF-α,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IFN-γ 및 B-세포의 성숙과 관련된 IL-6등의 cytokine 유

도능을 in vitro 실험에 의해 조사하였다. 겨우살이 렉틴에 의한 TNF-α의 발현은 매우 단 시

간내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Yoon et al. 1994), TNF-α의 유도는 IL-1의 분비에 의한

macrophage의 2차 자극이 아니라, macrophage에 대하여 직접적인 작용에 의한 독립적인 경

로에 의하여 TNF-α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Yoon et al. 1994). 실험결과 비조사 렉

틴에 의한 TNF-α의 생산은 기존 실험(Yoon et al. 1994)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조사된 렉

틴의 TNF-α의 발현은 감소된 경향을 보였지만, 음성대조군인 PBS 보다는 많은 발현양이 관

찰되어 조사 후에도 TNF-α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47). 생체의 면역능을 조절하는 여러 cytokines 중에서, 특히 TNF-α는 NK-세포에 대한 IL-2

receptor의 발현을 증진시킴으로 NK-세포의 살해능을 상승시키고(Tormey et al. 1997;

Chehimi etal 1989), 종양의 증식과 전이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종양의존성 혈관신생

(tumor-induced angiogenesis)의 억제 물질로도 알려져 있다(Yoon et al. 1995; Leibovich et

al. 1987; Fajardo et al. 1992). 따라서 TNF-α의 유도능이 남아있는 감마선 조사 렉틴도 NK-

세포의 살해능을 상승시킬 것으로 추론되기에(Saiki et al. 1992) 종양전이 및 항종양 활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의 실험에서(Yoon. 1998) 겨우살이 렉틴의 IFN-γ의 직접적인 유도능은 없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겨우살이 렉틴보다는 겨우살이 성분중에서 당류 및 저분자 물질 (117, 130, 229,230)

등이 IFN-γ의 유도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도 렉틴에 의한 IFN-γ의 발

현은 음성 대조군보다는 높았지만 양성 대조군인 LPS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 이전의

실험과 비슷하였다. 그에 비해 감마선 조사된 렉틴의 경우 양성 대조군인 LPS보다 높은 IFN-

γ 의 유도능을 보였다(Fig. 1-47). IFN-γ는 T 림프구와 NK-세포가 macrophage를 활성화하

여 포식된 미생물을 죽이며, 호중구를 활성화시키고 NK 세포의 세포살해 활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g, 2005). 따라서 IFN-γ를 유도하는 감마선 조사 렉틴은 NK-세포의

살해능을 상승시킬 것으로 추론되기에 종양 전이 및 항종양 활성을 가질 것으로 사료되며, 5

kGy의 선량을 조사한 렉틴이 IFN-γ를 유도하는 기능이 가장 높았고, 가열처리한 렉틴의 경

우에는 INF-γ의 생성은 없었다. IL-6는 항체-생성 B 림프구의 성장과 간세포에 의한 급성 단

계 단백질의 합성을 자극하는 사이토카인이다. 비조사 렉틴의 경우 100 ng/ml의 농도에서 사

이토카인의 발현이 약 800 pg/ml 정도 발현된 것에 비해 5 kGy 및 10 kGy의 경우 2400

pg/ml 및 3400 pg/ml이 발현되여 약 3～4 배 정도의 발현양의 증가를 보였다. 가열처리 렉

틴의 겨우 발현양이 감소하였다(Fig. 1-48). IL-10은 활성화된 macrophage 세포 및 일부 보조

T 세포에 으해 생산되는 사이토카인이다. 주된 기능은 활성화된 macrophage를 억제하며, 따

라서 선천 및 적응면역반응의 항상성 조절을 유지하는 사이토카인이다. 비조사 렉틴의 겨우

약 50 pg/ml의 발현양을 보였으며, 5 kGy로 조사된 렉틴의 경우 100 pg/ml의 발현양를 보

여 조사된 렉틴이 약 2배정도의 유도를 보였고, 가열처리한 경우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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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10 kGy와 15 kGy의 경우 5 kGy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며, 20 kGy의 선량을 조사

한 렉틴의 경우 5 kGy 보다는 적었지만 0 kGy 보다는 많은 발현을 보였다(Fig. 1-가-4-14).

IL-12는 NK 세포를 활성화시키며, NK 세포 및 T 세포에 의한 IFN-γ의 생산을 증진시키

고, NK 세포 및 CTL의 세포용해 능력을 증강시키며, 그리고 TH1 세포의 발달을 증진시키는

사이토카인이다. 비조사렉틴에 의한 IL-12의 발현량은 약 50 pg/ml이였으며, 5 kGy로 조사된

렉틴에 의한 발현량은 약 400 pg/ml이였다. 가열처리한 렉틴의 경우에는 100 pg/ml의 양이

발현되었다. 렉틴에 의한 IL-12의 발현 유도는 5 kGy로 감마선 조사된 렉틴이 가장 좋은 결

과를 얻었다(Fig. 1-48). 전체적으로 사이토카인의 발현은 TNF-α를 제외하고는 방사선이 조사

된 렉틴이 발현양이 더 많았고 가열처리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IL-12를 제외하고는 발현이

감소하였다. 특히 감마선 조사된 렉틴 중 5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렉틴이 IL-6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기 때문에 다음에 이루어지는 항암활성에서는 5 kGy를 가지고 동물실

험에 이용하였다.

Fig. 1-47.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lectin on the production of TNF-α  and INF-γ 

from peritoneal macroph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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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8.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lectin on the production of IL-6, IL-10 and

IL-12 from peritoneal macrophage.

- RAW. 264.7 macrophage Cytokine 분비능

렉틴에 의해 활성화된 RAW 264.7 cell 및 복강 대식세포로부터 분비되는 TNF-α 및 IL-6의

생성량을 분석하였다(Fig. 1-49). TNF-α의 경우 비조사 렉틴에 비새 조사 및 가열처리한 렉틴

이 TNF-α의 발현 유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음성대조군인 PBS 보다 높은 활성을 보

였다. IL-6의 생성을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약감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해 렉

틴의 RAW. 264.7 cell 에 대한 Cytokine 분비능이 저감되었지만 독성의 감소에 비해서는 많

은 활성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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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9. Effect of non-irradiated, irradiated and heated leactin on the production of TNF-α 

and IL-6 from macrophage (RAW 264.7).

RAW 264.7 macrophage NO 분비능

렉틴에 의해 활성화된 RAW 264.7 cell에서 Nitric oxide (NO)의 생성량을 분석하였다(Fig.

1-50). NO 분비량은 비조사 lectin의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이것은

lectin의 RAW 264.7 cell에서 비조사 렉틴은 2000g/ml ～ 500ng/ml 농도에서는 세포 독성이

존재하여 세포의 활성 감소로 인하여 NO의 발현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감마선이 조사

된 lectin의 경우 2000ug/ml의 농도에서도 RAW 264.7 cell에 대하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세포의 활성은 정상적이라 사료되며, 비조사 lectin에 비해 대식세포로부터 NO의 생성

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lectin에 의해 활성화된 대식세포들이 NO와 같은

chemokine을 분비하여 면역체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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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0. Effect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lactin on the production of NO from

macrophage (RAW 264.7).

감마선 조사에 의한 렉틴의 항암활성 변화

- 암세포 독성 및 종양이식 마우스 모델에서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렉틴의 암 세포독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겨우살이에서 추출한 렉

틴을 0, 5, 10, 15, 그리고 20 kGy로 조사하였다. 또한 암세포주에 대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세

포독성을 확인하기 B16BL6와 AGS에 대해 겨우살이 렉틴을 31～1000 ng/ml의 농도로 처리

하고 24시간 배양 후 세포독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감마선 비조사 겨우살이 렉틴은 농도가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세포독성이 증가하였다. 5 kGy 이상의 감마선이 조사된 렉틴은 1000

ng/ml 의 농도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열처리군의 경우에는 이전의 연구결과(Park

et al. 2001)와 같이 모든 농도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감마선

조사는 정상세포에서와 같이 암세포에 대하여 직접적인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조사 및 가열처리 렉틴이 암세포 성장억제에 미치는 확인하기 위해 피부암 세포(B16BL6)를

마우스(C57BL6)에 이식시키고 2주후 암세포의 무게를 측정하였다(Fig. 1-51). 실험 결과 암세

포만 이식시킨 마우스(Tumor Control)에 비해 렉틴을 5 ㎍g/kg으로 정맥 투여한 마우스의 암

성장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 kGy로 조사된 렉틴의 경우 5 ㎍/kg의 경우

조사와 비조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비조사 레틴의 경우 25 ㎍/kg의 투여군

에서 암세포의 성장이 콘트롤보다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Thies

등(2008)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높은 농도의 렉틴이 오히려 렉틴이 독성으로 인하여 저

농도의 렉틴보다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가 적은 결과를 보인다고 논의 했으며, 본 실험의 마우

스 간독성 평가에서도 마우스에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였다. 5 kGy로 조사된 렉틴의 경우 5

㎍/kg와 25 ㎍/kg와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25 ㎍/kg의 투여한 비조사 렉틴이 암세포

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한 반면에 5 kGy로 조사된 렉틴의 경우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반면 가열처리된 렉틴 5 ㎍/kg와 25 ㎍/kg 는 콘트롤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로보아

감마선 조사된 렉틴의 경우 독성은 감소하지만 그 면역활성은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고, 가열처리의 경우 독성이 감소되지만 항암활성 또한 감소하는 걸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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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1. Effect of intravenous injection (i.v.) of lectin on the inhibition of tumor (B16BL6)

growth in C57BL6 mouse.

암전이 억제 효과

렉틴의 암전이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암세포(Colon 26-M3.1)를 마우스(Balb/c) 꼬

리정맥에 이식한 후 2주후 폐에서 발생된 암 군집을 계수하였으며, 암세포만을 전이시킨

Tumor Control의 경우 평균 150개의 암 군집이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0 kGy 5 ㎍/kg

은 약 45% 정도 암 전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52). 25 ㎍/kg은 53%정도의 암 전

이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5 kGy 5 ㎍/kg 및 25 ㎍/kg의 경우 각각 40% 및 50% 정도

감소시켰으며, 가열처리한 렉틴의 경우 컨트롤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일반적으로 면역

활성 증진에 의한 항암기전은 우선 macrophage를 자극하고 IL-12에 의해 NK 세포를 활성화

시켜 암성장 및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kovic et al., 1991; Rubin, 1990;

Yoon et al, 2004).

이상의 결과는 종양이식 마우스를 이용한 항암활성 실험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렉틴은 암성

장을 억제시킬 뿐만아니라 암전이 억제에도 매우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조사된 렉틴의

2장에서의 결과에서 보듯 높은 처리 농도에서 혈액 및 간 조직에서의 독성이 없으므로 투여

량에 따른 부작용이 적어 보다 안전하게 투여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 93 -

Fig. 1-52. Effect of intravenous injection (i.v.) of lectin on the metastasis of tumor cell (Colon

26-M3.1) in Balb/c mouse. Number of cancer colony in lung by metastasis.

비장 면역세포 분포도

렉틴을 투여한 종양이식 마우스의 비장세포로부터 T세포의 분포를 분석하였다. flow

cytometry chart 및 총 T세포에 대한 CD4+과 CD8+ T 세포의 분포비율(%)을 Fig. 1-53및 Fig.

54에 나타냈다. Normal group의 CD4+과 CD8+ T 세포 분포비율은 각각 22.3 % 및 10.3 %로

나타나 정상적인 세포 분포비율을 보였으며, 렉틴 투여 마우스의 경우 비조사 렉틴 25 ㎍/kg

을 투여한 그룹의 경우 오히려 CD4+과 CD8+ T 세포 분포비율이 감소하였다. 다른 그룹의 경

우 CD4
+
과 CD8

+
T 세포모두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 kGy로 조사된 렉틴

이 CD4+ T 세포 비율이 동량을 투여한 다른 그룹보다 증가하였으며, 5 kGy 25 ㎍/kg 의 그

룹이 가장 많은 비율을 보였다.

CD4
+
과 CD8

+
T 세포는 각각 Helper T (TH)세포와 Cytotoxic T (TCTL) 세포의 표지인자로

써, TH 세포 면역반응을 전달하는 cytokine을 분비함으로서 면역반응을 활성화하고, TCTL 세

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에 직접 작용하여 세포를 파괴 하는 역할을 한다

(Munz et al., 2005; Kanazawa et al., 2004). 따라서 렉틴의 투여에 의한 CD4+와 CD8+ T 세

포 비율의 증가는 면역반응의 상승에 중요한 단서로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종양이식 마우스에 렉틴을 미리 투여할 경우 CD4+과 CD8+ T 세포 즉, TH 및 TCTL 세포 분

화가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면역세포의 증가는 렉틴의 항암효과를 증가시키는 증거로 사료된

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렉틴 투여가 CD4
+
와 CD8

+
T 세포비율을 증가시켰다는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한다(Ortiz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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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3. FACS analysis for determination of CD4
+

and CD8
+

T cell population from spleen in

tumor bearing mouse. A) Normal, B) Tumor control, C) 0 kGy 5㎍/kg, D) 0 kgy 25

㎍/kg, E)5 kGy 5㎍/kg, F) 5 kgy 25㎍/kg, G) Heated 5㎍/kg, H) Heated 2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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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4. The population of CD4+ (A) and CD8+ (B) T cell determined by flow cytometry

analysis of spleen cells in tumor bearing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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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부산물(자숙액) 활용 기술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다양한 수산물들이 다량으로 소비되어

왔다. 이 중에서 해조류는 미네랄, 비타민, 식이섬유 등이 균형 있게 분포되어 대사 작용

개선 효과가 있으며(Suzuki et al. 1993), 최근에는 해조류의 생리 활성물질에 관한 연구가

성행하여 항균(김 등 1994a), 항암(김 등, 2005), 항산화(이 등 2009; 허와 전 2005) 물질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기능성식품 및 약품개발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톳(Hizikia

fusiformis)은 독특한 맛과 함께 칼슘, 비타민 A 및 식이섬유소 함량이 풍부하여 당뇨병,

고혈압 예방, 대장암 및 변비 등에 효과가 좋으며 요오드 성분 함량이 많아 갑상선 암 및

각기병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Arasaki and Arasaki 1983). 문어(Enteroctopus

dofleini)는 타우린이 풍부하여 ACE(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활성 저해와 NO

생성 억제 활성 및 지질 대사 개선 효과가 있어 동맥경화, 고혈압 및 신경안정 효과가 있

으며, 시력감퇴, 빈혈, 당뇨병 등에 효과가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참치

(Thunnus thynnus)는 고단백 식품으로 영양적으로 우수할 뿐 아니라 혈중 콜레스테롤 농

도를 낮추어 동맥 경화를 예방하며, 항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Carrill 1986; Mehta

1987).

최근에는 교통체증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간편성을 부여한

수산가공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 등 2007). 톳, 미역, 참치, 고등어, 굴, 오징어, 문어

및 멸치 등과 같은 수산물의 통조림 및 건제품 가공공정에서는 부산물로서 다량의 자숙

액이 발생되며, 이들 자숙액의 대부분은 폐기물로 처리되거나 일부는 저가의 조미료 재료

나 식품 중간 소재로 이용되고 있다(정 2007). 자숙액에는 수산 원료에 포함된 다양한 성

분들, 특히 기능성 생물 활성 물질이 추출되어 함유되어 있다. 하지만, 자숙액은 다량으로

발생하고 활용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처리 없이 폐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폐액

은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의 증대와 같은 해양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숙

액의 회수 및 이용은 폐기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 뿐 만 아니라 환경 보호의 측면에서

도 매우 필요하다(Ebitani and Takahasi, 1992). 현재 자숙액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아미노

산, 유기산, 일부 핵산관련물질 등과 같은 용출성 영양성분들을 기능성 물질의 새로운 자

원으로 재이용하려는 많은 연구가 시도되었다(김 등 1994). 그러나, 다량으로 얻어지는 자

숙액은 상온에서 개방된 상태로 아무런 처리 없이 보관되기 때문에 미생물의 오염 위험

이 높고, 또한 자숙액 내의 높은 영양성분 때문에 미생물이 쉽게 성장하게 된다.

최근 식품 위생화의 새로운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영양적인

측면과 관능적 특성의 변화 없이 병원성 미생물과 부패 미생물을 제거하는 가장 좋은 방

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잔류 독성이 없고 제품의 포장 후 살균이 가능하여 2차 오염

을 방지할 수 있는 특성이 있으며(Thayer 1990; Byun 1997), 식품의 품온 상승에 따른 성

분의 파괴를 최소화할 수 있고 유해성분의 생성이나 잔류 성분이 남지 않는 등의 장점으

로 인하여 식품의 보존성 향상을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미 농산물과

분말식품 등의 보존에는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으며(Carrill 1986) 그 이용이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WHO 1981). 또한 잔류독성이 없어 식품 원래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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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Thayer 1990), 천연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

하여 첨가제 등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색상을 개선하며 본래 가지고 있던 생리활성

을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Jo 등 2003).

세계 식량 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합동 회의에

서 10 kGy 미만으로 방사선 조사된 모든 식품은 어떠한 독성학적 위해와 영양학적, 미생

물학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음으로써(WHO 1999)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

성이 관련 국제기구에 의해 인정되었고, 1984년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Codex 일반 규

격이 채택되었다(Codex 1984).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의 허가현황은 감자, 양파, 마늘, 밤,

생버섯 등의 신선식품류와 건조식육, 어패류분말, 장류분말, 전분, 인삼, 건채류 (향신료

포함) 등 26개 품목에 이른다(KFDA 2007). 조사선량은 최저 0.15 kGy에서 최고 10 kGy

까지의 Co-60 감마선이 발아억제, 숙도지연, 살충, 살균 등의 목적으로 허용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 가공 부산물인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을 식품 및 공중보

건 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자숙액의 위생화 및 기능성 증진을 위한 감마선 조사 기술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감마선 조사된 자숙액의 유통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여

부 판별을 위한 확인법을 검증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산 자숙액의 오염 미생물군 특성

- 실험 재료 및 감마선 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은 국내 수산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제공받

았다. 자숙액을 2 mL tube에 담은 후 감마선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매들은 모두

시약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 (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각각 0, 1, 3, 5 및 10 kGy의 총 흡수선량

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e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

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비조사구

인 0 kGy는 동일한 온도효과를 얻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둔 후, 조사 직후

처리구와 함께 4℃ 냉장고에 저장하였다.

- 오염 미생물군 측정

자숙액 시료 1 mL에 멸균된 식염수(0.85%, NaCl) 9 mL을 첨가하여 Bag mixer (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120초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

석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PCA, Difco Laboratories, Sparks, MD)를 사용하여 도말하

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37℃에서 2일간 배양한 후 계수하였다. 각 미생물군 측정은 3반복

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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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미생물군 동정

자숙액 내 미생물의 분리를 위하여 PCA 배지를 사용하였다. 자숙액을 멸균 식염수에 희

석하여 배지에 접종한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다음 생성된 colony를 취하여 순수

분리하였다. 각 조건에서 최소 30개 이상의 분리된 colony들을 수거한 Genomic DNA kit

(Invitrogen, Calsbad, CA)를 이용하여 PCR에 사용될 Template DNA를 추출하였다. 원료

자숙액 오염 미생물의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하여 2종의 PCR primer를 이용하여 실험하였

다. 목적 염기서열로는 16S rDNA를 선정하였다. 16S rDNA PCR을 위하여 Keyser 등

(2003), Lehner et al.(2004)의 논문에 기술된 primer들로 5′-CCC GCA TCT CTG CAG

GAT TCT C-3′과 5′-CTA ATA CCG CAT AAC GTC TAC G-3′을 사용하였다. PCR

용액은 총 20 μL이며 증류수 19.2 μL, Template DNA 0.5 μL (100 ng/μL)와 각각의

primer는 0.3 μL (20 pmol)를 취하여 premix (Bioneer,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수행 조건은 thermal cycler PC-808 (ASTEC, Fukuoka, Japan)을 사용하

여 denaturation은 94℃에서 30초, annealing은 50℃에서 30초, extension은 72℃에서 1분씩

총 30회를 반복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72℃에서 3분간 last extension을 실시하였다. PCR

증폭산물의 확인을 위하여 1.2% (w/v)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장치 (Advance,

Tokyo, Japan)로 분석하였다. Agarose 1.2 g과 1× TBE 완충용액 (54 g Tris base 27.5 g

boric acid 20 mL 0.5 M EDTA (pH 8.0)) 100 mL을 섞어 1.2% gel을 만든 후 PCR 산물

2 μL에 10× bromophenol blue dye 0.5 μL를 섞어서 gel에 loading하고 100 V에서 40분

전기영동 시켰다. Size marker로는 1000 bp DNA ladder (TAKARA)를 사용하였다. 전기

영동이 끝난 후 gel은 SYBR Green (Cambrex, East Rutherford, NJ)으로 염색하였으며 증

폭된 DNA는 Gel image analyser(Bio-rad, Hercules, CA)로 관찰하였다. 증폭된 PCR

product는 PCR purific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확보

된 염기서열은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Alschul et al. 1997)과 Ribosomal Database Project II tool (Cole

et al. 2003)에 등록되어 있는 database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 D10 value 측정

자숙액 내 미생물의 감마선에 대한 D10 값을 산출하기 위해 자숙액에 30 kGy의 감마선

을 조사하여 시료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완전히 멸균시켰다. 접종에 이용할 시험 균주는

Nutrient Agar (Difco)에 접종하여 37℃에서 배양하였다. 이후 멸균된 시료 5 g에 미생물

배양액 100 μL를 접종하여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Paenibacillus를 접종한 톳 자숙액의 경우

흡수선량이 0, 0.5, 1, 1.5, 2, 2.5, 3 kGy가 되게 감마선을 조사하였고, Bacillus subtilis를 접

종한 참치 자숙액의 경우 0, 1, 2, 3, 4, 5 kGy, Bacillus licheniformis 및 Bacillus

amyloliquifaciens를 접종한 문어 자숙액의 경우 0, 50, 100, 200, 300, 500 Gy의 감마선을 조

사하여 생존한 미생물의 수를 확인하여 D10 값을 산출하였다. 한편,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액은 시료 5 g에 대하여 멸균된 0.85% NaCl 용액을 45 mL 첨가하여 30초간

Stomacher (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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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 = 
Dose (kGy)

(log N0-log N)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여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도말하였다. 이때, 30-300

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log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

내었다. 미생물의 개체수를 1/10으로 줄이는데 필요한 방사선량 D10 값은 아래의 log 생균

수 값의 회귀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N0 : 미생물의 초기균수

N :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의 수

Dose : kGy

-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Nie et al. 1970)에

서 프로그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중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산 자숙액의 이화학적 성분 및 생리활성 평가

- 실험 재료 및 감마선 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은 국내 수산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시료 내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에탄올을 70%로 제조하여 시료와 70%

에탄올을 톳 및 문어 자숙액의 경우 1:3 비율, 참치 자숙액의 경우 1:10 비율로 혼합한 후

간헐적으로 흔들어 추출한 다음 에탄올 추출액 상태에서 감마선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용매들은 모두 시약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

선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

을 이용하여 실온 (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각각 0, 1, 3, 5 및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e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

다. 비조사구인 0 kGy는 동일한 온도효과를 얻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둔 후,

조사 직후 처리구와 함께 4℃ 냉장고에 저장하였다.

- 이화학적 성분 측정

• 색도 측정

시료의 색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시료 10 mL를 지름 50 mm의 투명 용기에 넣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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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color differencemeter(Model CM-3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및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 일반성분 분석

고형분 함량 측정은 105℃ 상압가열건조법으로 미리 항량을 구한 알루미늄 수기에 자숙

액 시료 10 g을 넣고 항량에 도달할 때까지 무게를 측정하여 고형분 함량을 계산하였다.

전자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단백질 함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BCA 방

법을 이용하였다. 시료 20 μL에 BCA 용액(Copper Ⅱ sulfate : Bicinchoninic acid = 1:50)

160 μL를 가하여 37℃에서 1시간 방치 후 ELISA Reader(Anthos Labtec Instruments

GmbH, Salzburg, Austria)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bovine

serum albumin (Sigma Chemical Co.)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후함량 계산에 활용하였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자숙액의 지방함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Folch 추출법을 이용하

였다(Folch et al. 1957). 시료 5 g과 45 mL Folch(chloroform : methanol = 2 : 1) 용액을

25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 추출하였다. 추출 용액을 거름

종이 (Whatman No. 4, England)로 여과한 다음 0.88% sodium chloride 용액을 남은 여액

의 20% 양이 되도록 넣어 층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하층부 용액을 튜브에 넣은 후 질소

농축을 하여 남은 지방함량을 계산하였다.

• 구성 아미노산 함량 측정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을 건조시킨 시료 0.5 g을 시험관에 칭량하여 6 N HCl 3 mL를

가한다음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험관을 밀봉한 후 121℃의 heating block에 24시간동안

가수분해 하였다. 가수분해가 끝난 시료는 50℃, 40 psi의 감압농축기(Heidolph,

Schwabach, Germany)로 산을 제거한 후 sodium loading buffer로 10 mL 정용하고, 이 중

1 mL를 취하여 membrane filter (0.2 μL)로 여과하여 아미노산분석기 (S433-H, SYKAM,

Germany)로 100 μL의 시료를 매 시간마다 하나씩 처리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완충액과

시약은 각각 sodium buffer와 ninhydrin을 사용하였다.

• 유리 아미노산 함량 측정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을 건조시킨 시료 1.2 g을 취하여 20 mL 에탄올을 첨가하였다.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과 침전물에 75% ethanol을 10 mL 첨가하여

원심분리한 후 분리한 상층액을 감압농축기(Heidolph)로 에탄올을 휘발시켰다. 그 다음 8

mL 증류수를 넣고 0.2 g의 sulfosalicylic acid를 가하여 녹인 후 1시간동안 4℃에 방치하였

다. 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10 mL로 정용하고 이 중 1 mL

를 취하여 membrane filter 0.2 μL로 여과하여 아미노산분석기 (S433-H)로 100 μL의 시료

를 두 시간마다 하나씩 처리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완충액과 시약은 각각 lithium buffer

(4종) 및 ninhydrin을 사용하였다.

- 항산화 활성 평가

• DPPH radical 소거능

시료의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Blois 1958)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0.2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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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공여능(%)=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저해능(%)= (1-
A-C

) × 100
B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St Louis MO, USA) 1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

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용액을 분광광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되었

다.

• 총 페놀 함량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Gao et al. 2000)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 0.1 mL에 Folin-Ciocalteu's reagent(Sigma Chemical Co.) 0.2 mL

을 첨가하고 23℃에서 1분간 유지시켰다. 그 후 5% Sodium carbonate 3 mL을 가하여 2

3℃에서 2시간 방치 후 분광광도계(UV 1600 PC, Shimadzu)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Sigma)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후함량 계산에 활

용하였다.

• 폴리페놀 흡착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어 자숙액은 부산 사하구 소재 우영수산에서 제공받았다. 시료 내

의 유용성분을 효율적으로 추출하기 위해 에탄올을 70%로 제조하여 시료와 70% 에탄올을

1:3 비율로 희석한 후 간헐적으로 흔들어 추출하였다. 이 에탄올 추출물 10 mL에

Polyclar-10(ISP Korea, Korea)를 1 g 첨가하여 흔든 후 70℃에서 1시간 가열한 후

Whatman filter paper No. 4(Whatman, England)로 여과하여 시료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

였다.

• 단백질 침전

다문어 자숙액 1 L에 (NH4)2SO4를 70%까지 교반하며넣은후일정시간동안 4℃에두어 단백질

을 침전시킨 후 원심분리 (3,000 rpm, 20분)하여 상등액을 제거한 후 침전물을 분리하였다

(Bollag et al. 1996). 이를 500 Da Cellulose Ester Dialysis Membranes (Spectrum Laboratories,

Inc., USA)를 이용하여 여과하여 (NH4)2SO4를 제거하였다. 분리한 단백질은 동결건조 후 1

mg/mL의 농도로 증류수에녹인다음 시료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였다.

- 생리활성 평가

• Tyrosinase 저해 활성 평가

Tyrosinase 활성저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 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lurkey 1991). Sigma 사에서 구입한 mushroom tyrosinase(100

unit/mL)을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0.2 mL의 혼합액에 시료 0.2 mL을 첨가한 후 37℃에서 15분간 반응시켜 475 nm에서 측

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저해능으로 환산하였다. Tyrosinase 저해능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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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저해 활성 = [1 -
(S-S.C)

]× 100
(B-B.C)

A: 시료 자체의 흡광도

B: 시료 대신 70% ethanol을 첨가한 흡광도

C: 효소액 대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광도

• B16BL6 세포 배양

B16BL6 melanoma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과 penicillin/ streptomysin (100

IU/50 ug/mL)을 함유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용액으로 37℃로

유지되는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B16BL6 세포를 이용한 melanin 측정 시 phenol

red가 없는 DMEM을 사용하였다. 6 well plate에 2×104 cells/mL로 분주하고 2시간이 지

난 뒤 세포가 plate에 완전히 부착된 것을 확인한 후 건조시킨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을

PBS에 녹여 전처리하였다. 12 시간 후 melanin 생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1 μM α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MSH, Sigma)를 처치하고 72시간 지난 뒤에 melanin을

정량하였다.

• Melanin 정량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얻은 pellet을 1 N NaOH 100 uL와 증류수 200 μ

L를 가하고 60℃에서 1시간 배양하여 멜라닌을 완전히 녹인 후 96 well plate에 200 uL를

옮긴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멜라닌 표준물질로 얻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각

well에서 생성된 멜라닌 양을 산출하였다. 멜라닌 생성량은 각 well에서 측정한 단백질 농

도를 기준으로 μg/mg protein으로 표기하였다(박 등 2004).

• 고혈압 저해 효과 측정

전자선 조사에 의한 자숙액의 항고혈압 활성은 ACE 저해활성을 통해 알아보았다.

ACE(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저해활성은 Cushman과 Cheung(1971)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Hippury- L-Histidyl-L-Leusine (HHL) 25 mg을 0.1 M Sodium

borate buffer (pH 8.3)에 용해하여 제조한 기질 30 μL에 시료 10 μL를 가하여 37℃에서 10

분간 반응하였다. 그 다음 시료 대조군에 1 N HCl 50 μL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시

료 처리군에는 효소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0.5 unit/mL, Sigma Chemical Co.)

10 μL를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한 다음 1 N HCl 50 μL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하

였다. 그 후 모든 처리 군에 ethyl acetate 300 μL를 첨가한 다음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원

심분리를 한 후 상층액 250 μL를 취해서 70℃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그 다음 증류수

300 μL를 첨가하여 교반 후 분광광도계 (UV 1600 PC, Shimadzu)를 이용하여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CE 저해활성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S : 시료의 흡광도

S.C. : 시료 대조군의 흡광도

B : 공시험의 흡광도

B.C : 공시험 대조군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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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Nie et al. 1970)에

서 프로그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중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수산 자숙액의 감마선 조사 확인 실험

- 실험 재료 및 감마선 조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은 국내 수산업체에서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방사선 조사 확인 실험을 위하여 자숙액을 low density polyethylene (LDP)

bag에 포장하여 방사선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

온 (14±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각각 0, 5 및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e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비조사구인 0 kGy는 동일

한 온도효과를 얻기 위하여 감마선 조사시설 외부에 둔 후, 조사 직후 처리구와 함께 4℃

냉장고에 저장하였다.

- PS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분석

공기나 대기 중에는 일반적으로 silicate나 bioinorganic material이 존재하는데 식품이 공

기 중에 노출되면 식품의 외벽에 이러한 물질들이 묻게 된다. 이러한 물질들이 전리방사선

(ionizing radiations)에 노출되었을 때 구조적인 trap에 갇혀서 에너지가 저장되며 여기에

광 자극(optical stimulation)을 가하면 에너지가 여기상태로 올라갔다가 기저상태로 돌아오

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PSL 분석은 CEN 방법

(European 2002a) 및 KFDA 방법(2007)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PSL 측정에 사용된 모든 시

료는 최대한 빛이 차단된 장소에 보관하면서 cross-contamination을 피하여 측정하였다. 측

정 시 disposable petridish에 건조한 시료를 담은 후 SURRC Pulsed PSL system의 시료

chamber에 넣은 후 PSL photon count를 측정하였다. PSL system(serial 0021, SURRC,

Scottish universities research and Reactro Centre, UK)은 적색등이 설치된 암실에서 최대

한 빛이 차단된 장소에 시료를 보관하면서 측정하였다. 감마선 조사한 자숙액을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한 후 분말 형태로 2 g씩 취하여 disposable petridish에 담아 PSL system 시

료 chamber에 넣고 PSL photon count를 3회 반복 측정하였다. 기기의 cycle time은 1초,

cycle 횟수는 60, dark count 24 ± 2.4, light count는 22 ± 1.3이었다. 측정 결과의 판정에

서 lower threshold value는 T1=700 counts/min, upper threshold value T2=5000

counts/min으로 T1 이하의 값은 비조사 시료(negative control)로, T2 이상의 값은 방사선

조사된 시료(positive control)로 판별하였다(European 2002a, Schreibe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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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 (Thermoluminescence) 분석

식품의 TL 분석은 시료에 함유되거나 이물질 형태로 존재하는 미네랄(silicate, feldspar,

quartz, carbonate 등)의 발광 특성을 응용하는 방법이다. 미네랄이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면

electron의 에너지 상태가 여기 상태로 변화되었다가 기저 상태로 떨어지고 일부 electron은

특정 위치에 갇히게 된다. 이들 electron은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때 미네

랄의 온도를 일정 조건에서 상승시킴으로써 갇혀 있던 electron의 에너지 상태가 다시 기저

상태로 되면서 흡수된 에너지의 양만큼 light emission 현상이 발생 된다. 그러므로 미네랄

의 방사선 흡수선량에 따라 일정 온도 범위에서 독특한 TL glow curve를 나타내게 되어

방사선 검지 여부는 일정한 온도에서 나타내는 범위의 glow curve를 적분하여 면적 값을

구해 분석할 수 있다(Schreiber et al. 1993, 1994, 1995). TL 측정을 위해서 먼저 mineral의

추출과정이 필요하다. Mineral 추출은 sample로부터 water rinsing, hand picking 등의 방

법을 이용한다. 자숙액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ultrasonic agitator에서 5분간 처리한

후 다시 시료를 water rinsing하며 125 μm sieve를 통과 시켜 일정시간 정치시킨 후 침전

물을 취하였다. 침전물을 Test tube에 옮겨 닮은 후 sodium polytungstate solution (2.0

g/mL) 5 mL을 가하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일반적으로 혼입된

mineral에는 carbonate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 carbonate는 재조사 후 측정 시 1차 측정에서

의 glow curve peak에 대해 영향을 초래하므로 1 N HCl 2 mL을 가해 10분간 암소에서

정치하여 carbonate를 제거하였고 1 N NH4OH 2 mL을 가해 중화시켰다. 중화된 mineral

은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 acetone으로 몇 차례 세척한 후 건조시켰다. 건조된 mineral

0.5 mg을 TL disk에 옮겨 담고 50 ℃ incubator에서 하룻밤 예열한 후 측정하였다

(European 2002 b; Gray 1995). 준비된 mineral의 씨 spectra 측정은 TL 측정 시 외부

noise에 의한 영향을 받으므로 암실조건에서 측정 전 TLD system (RISO)을 켜 놓고 high

pure N2 gas (99.9999%)를 10분 정도 흘려보낸 후 Table 1-8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KFDA

2007; Nawar 1986). Thermoluminescence는 mineral이 가공, 저장 중 혼입된 시료는 모두

검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대조구 없이 조사여부 확인 및 흡수선량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TL 측정 시 최고온도(400℃)에 달하면 5초간 400℃로 annealing을 해주며,

이로써 시료에 있던 미네랄 내에 있던 모든 TL 특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이

시료에 대해 알고 있는 임의의 선량으로 미네랄에 방사선을 조사하면 흡수선량만큼의 TL

특성을 얻게 되고 이를 다시 TL을 측정하여 나타난 glow curve의 150-250℃의 면적 값을

구한다. 각 시료에서 나타나는 glow curve intensity의 normalization을 위해서 1차 glow

curve를 측정한 후 다시 감마선 조사시설(KAERI)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간당 일정한 선량

률(Gy/sec)로 1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실시하여 2차 glow curve를 측정하였다. 처음

측정시 얻은 면적 값을 TL1이라 하고 재조사 후 측정해서 구한 면적 값을 TL2라 하며 그

후 방사선 조사 식품이 나타내는 TL glow curve 범위의 TL ratio(TL1/TL2)를 구하여 이

ratio를 threshold value로 이용하면 조사 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이론상 흡수선량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1차 TL 측정에서 TL ratio 산출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normalization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숙액 시료에 대해 1 kGy를 재조사하여 TL2 면적

값을 구하고, TL ratio 값이 0.1 이하이면 비조사구로, 0.1 이상이면 조사구로 판단하였다

(KFDA 2007, Schreiber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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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 Condition

Preheat temperatue 50℃

Temperatue rate 5℃/sec

Maximum temperature 400℃

Acquire time 70 sec

Anneal temperature 400℃ (5 sec)

Table 1-8. Analyzing conditions for thermoluminescence

- Hydrocarbon 측정

참치 자숙액의 지방 추출을 위해 120 g의 시료에 Na2SO4 140 g 및 n-hexane (Merck,

Germany) 300 mL을 가하여 균질화 한 후 12 시간 shaking (150 rpm)하였다. 추출된 여액

을 원심분리 (10000 rpm, 4℃, 20 min)하여 상층액을 취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사용하여 35℃에서 유기용매를 제거하고 질소가스로 잔존 유기용매를 완전히 휘발시켜 냉

동 저장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한 지방 1 g에 정량분석을 위해 internal standard로

서 1 mL eicosane 4 μg/mL hexane)을 첨가하여 hexane으로 활성화시킨 Florisil SPE

cartridge (Waters, Ireland)에 가한 후 30 mL n-hexane을 용리용매로 하여 hydrocarbon류

를 분리하였다. 이 용리용매는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2 mL까지 농축한 후

0.5 mL까지 질소로 농축하여 GC/MS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리한

hydrocarbon류의 GC 분석은 MS가 부착된 Agilent 분석기기를 사용하였으며, column은

DB-5 (J&W Scientific, 30 m×0.32 mm ID, 0.25 μm film thickness, Folsom, CA)를 이용하였

다. 온도 program은 60℃에서 170℃까지 25℃/min의 속도로 승온시키고, 205℃까지 2℃

/min의 속도로 승온하였으며, 다시 10℃/min의 속도로 270℃까지 승온시켰다. Injector와

detector 온도는 각각 250, 300℃이며, carrier gas는 helium을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1.0

mL/min으로 하였다. 시료는 1 μL를 주입하였고, split ratio는 1:20으로 하여 처음 2분동안

splitless 시켰다. GC/MS 분석조건은 ionization voltage를 70 eV로 하였고, ion source

temperature은 230℃로 하였다. 또한 분석할 분자량의 범위(m/z)는 40-350으로 설정하였다.

-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Nie et al. 1970)에

서 프로그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중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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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Hizikia fusiformis Enteroctopus dofleini Thunnus thynnus

0 6.25±0.05a 1.03±0.12a 3.12±0.03a

1 5.76±0.03b ND 2.97±0.08b

2 4.48±0.05
c

ND 2.84±0.06
c

3 3.2±0.07d ND 2.47±0.02d

4 2.18±0.19e ND 2.35±0.07e

5 1.48±0.23f ND 2.2±0.07f

3) 결과 및 고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산 자숙액의 오염 미생물군 특성

- 자숙액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총균수 변화

수산 자숙액 내의 오염 미생물의 분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톳, 참치 및 굴 자숙액을

37℃에서 저장하면서 감마선 조사한 후 미생물의 생균수를 계수하였다. 톳, 문어 및 참

치 자숙액에서는 약 6.25, 1.03 및 3.12 Log CFU(colony forming unit)/g의 호기성 미생

물이 검출되었다 (Table 1-9).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미생

물 수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마선에 의해 미생물의 세포 내 DNA의 공유

결합이 절단되어 purine이나 pyrimidine 염기가 소실되어 치명적인 돌연변이가 일어나거

나 DNA 사슬이 절단되는데, 수복이 되지 못하면 사멸하게 된다(Hong 1990). 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톳 및 참치 자숙액에서는 1.48 및 2.20 log CFU/g의 미생물이

검출되었으며, 문어 자숙액의 경우 1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완전 멸균됨을 확인하

였다. 또한, 톳 및 참치 자숙액은 10 및 20 kGy에서 완전 멸균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산 자숙액을 식품 및 공중 보건 산업에 이용함에 있어 자숙액 내에 있는 오염

미생물을 살균시키는 방법으로써 감마선 조사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감마선 조사 결과,

톳 자숙액에서는 5 kGy의 선량에서 약 5 log CFU/g 값이 감소하였으나, 참치 자숙액에

서는 같은 선량에서 1 log CFU/g 값만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자숙액 별로 미생물들의

감마선 저항성이 큰 차이를 보였으며, 참치 자숙액에서는 톳 자숙액보다 높은 선량의 감

마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동일한 선량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생물 사멸율이

다른 이유를 알아보고자 자숙액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동정하였다.

Table 1-9. Total viable cell counts of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 염기 서열 분석에 의한 자숙액의 오염 미생물군 분석

자숙액 내의 미생물로부터 확보한 PCR product는 정제한 후 염기서열의 확인을 통해 세

균 동정과 함께 자숙액 내의 오염 미생물의 군집을 조사하였다. 이때 확인된 염기서열은

NCBI의 BLast search를 통하여 유사도가 높은 gene을 검색한 결과, 자숙액의 종류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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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 오염 미생물이 동정되었다.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에서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pentosus, Paenibacillus sp., Bacillus amyloliquefaciens, Bacillus licheniformis, Bacillus

subtilis, Bacillus gelatini 등을 포함하여 총 22 종 이상의 오염 미생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톳

자숙액에서는 주로 L. plantarum이 주로 검출되었고, Ralstonia sp. 및 Paenibacillus sp. 등도

검출되었다. 문어 자숙액에서는 Bacillus amyloliquefaciens 및 Bacillus licheniformis 등이 주로

검출되었으며, 참치 자숙액에서는 Bacillus subtilis가 주로 검출되었으며, B. gelatini,

Brevibacillus borstelensis, B. sporothermodurans, Sporosarcina aquimarina 및 B. cereus 등이 검출

되었다.

자숙액 내의 오염 미생물의 감마선 조사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자숙액 시료에 1,

3 및 5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미생물을 동정한 결과를 Table 1-10에 나타내었다. 톳 자숙

액의 경우, 비조사군에서 L. plantarum, Ralstonia sp., L. pentosus 및 Lactobacillus paraplantarum

이 동정되었고, 1 kGy의 감마선 조사한 자숙액에서는 L. plantarum 및 L. pentosus가 발견되

었으며,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Paenibacillus sp.가 더 오랫동안 생존하였다. 이는 감마선 조

사에 의해 Lactobacillus가 상대적으로 낮은 선량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사멸되고 상대적으로

방사선 감수성이 높은 Paenibacillus가 우점종으로 검출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3 kGy 이상의

선량에서 우점종으로 검출된 Paenibacillus sp.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을 측정한 결과 D10

value는 0.48 kGy로 확인되었다. 문어 자숙액의 경우 비 조사군에서 Bacillus amyloliquefaciens

및 B. licheniformis가 우점종으로 확인되었고, 이들의 D10 value는 각각 0.32 및 0.49 kGy였다.

참치 자숙액의 경우, 비조사군에서 B. subtilis, B. gelatini, B. borstelensis 및 B.

sporothermodurans가 동정되었다. 1 kGy 감마선 조사 후 B. sporothermodurans, Sporosarcina

ginsengisoli, Sporosarcina aquimarina, B. subtilis, B. gelatini 및 Bacillus sp.가 동정되었으며,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참치 자숙액에서는 B. subtilis가 더 오랫동안 생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D10 value는 2.66 kGy로 확인되었다. 톳 자숙액에서 검출된 L. plantarum의 D10 value

는 0.56 kGy라고 보고되었으며(Alcarde et al. 2003), 참치 자숙액에서 검출된 B. subtilis 및

B. cereus의 D10 value는 각각 1.43(Huhtanen 1991) 및 1.22 kGy(Hong et al. 2008)로 보고되

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고된 미생물들의 D10 value를 측정하였던 실험조건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숙액에서는 단백질의 함량이 높고, 다양한 radical quencher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에 의한 CFU 값의 감소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참치 자숙액에서

는 다량의 지방산 성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들의 많은

부분이 지방산과 결합하여 방사선 저항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어, 완전멸균선량이 높

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참치 자숙액의 미생물이 사멸율이 톳 자숙액에 비해 낮은

것은, 참치 자숙액의 Bacillus 속 세균의 D10 value가 2.66 kGy로 톳 자숙액의 Lactobacillus

속 세균의 D10 value인 0.48 kGy로 확인되어,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사료된다(Alcarde et

al. 2003). 이는 Bacillus 속이 영양분의 결핍이나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으면 내생포자

(endospore)를 형성하는 특징(Alcarde et al. 2003; 김 등 2004)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결과에서, 톳 자숙액의 오염 미생물은 대부분 Lactobacillus 속이었고,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오염 미생물은 대부분 Bacillus 속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을

감마선 조사하였을 때 오염 미생물의 살균효과가 확인되었다. 문어 자숙액의 경우 1 kGy의

감마선 조사로 오염 미생물이 완전 사멸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톳 자숙액의 경우 10 kGy,

참치 자숙액의 경우 20 kGy의 감마선 조사로 오염 미생물군의 완전 사멸을 기대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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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치 자숙액은 톳 자숙액에 비해 낮은 정도의 미생물 오염도를 나타내었으나, 감마선 조

사하였을 때 사멸 효과가 낮아 톳 자숙액보다 높은 선량의 감마선 조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Table 1-10. Identification of contaminated microorganisms in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using PCR method - 16S rDNA

Species Irradiation dose (kGy) Nearest neighbor strain Percentage (%)

Hizikia

fusiformis

0

Lactobacillus plantarum 25

Ralstonia sp. M22 25

Lactobacillus pentosus 25

Lactobacillus paraplantarum 25

1
Lactobacillus plantarum 67

Lactobacillus pentosus 33

3
Paenibacillus sp. P117 67

Paenibacillus sp. 5M01 33

5 Paenibacillus sp. P117 100

Enteroctopus

dofleini
0

Bacillus amyloliquefaciens 43

Bacillus licheniformis 43

Bacillus subtilis 14

Thunnus

thynnus

0

Bacillus subtilis 50

Bacillus gelatini 10

Brevibacillus borstelensis 10

Bacillus sporothermodurans 10

Bacillus sp. ZSA 10

Brevibacillus sp. R-7745 10

1

Bacillus sporothermodurans 10

Sporosarcina ginsengisoli 10

Sporosarcina aquimarina 10

Bacillus subtilis 40

Bacilus sp. ge05 10

Bacillus gelatini 10

Bacillus sp. ZSA 10

3
Bacillus subtilis 80

Bacillus gelatini 20

5

Bacillus pseudomycoides 12

Bacillus cereus 12

Sporosarcina ginsengisoli 12

Bacillus subtilis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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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Strain D10

Hizikia fusiformis Paenibacillus sp. 0.48

Enteroctopus dofleini
Bacillus amyloliquefaciens 0.32

Bacillus licheniformis 0.49

Thunnus thynnus Bacillus subtilis 2.66

Table 1-11. D10 values (kGy) of the different microorganisms inoculated in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산 자숙액의 이화학적 성분 및 생리활성 평가

- 이화학적 성분 특성

•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된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색도를 color/color difference

meter를 사용하여 Hunter's color value (L, a, b)를 측정하여 Table 1-12에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결과 톳 자숙액에서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에서 값

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참치 자숙액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 및 황색도의

값은 증가하였으나 적색도의 값은 감소하였으며, 문어 자숙액의 경우 색도의 변화에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Jo 등(2003)의 연구에 의하면 감마선 조사가 항산화제를 첨가한 녹차 추출

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tyrosinase 저해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녹차 추출물의 색

상을 변화시킨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2006)의 울금과 강황 추출물에 대한 연구에서도 감

마선 조사에 의해 명도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한 톳 및 참치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색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자숙액을 식품 및 공중보건

산업의 첨가제로 사용할 때 제품의 색상을 어둡게 하지 않으며 기능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양을 첨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 일반성분 분석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13에 나타내었다. 식품의 수

분 함량은 미생물 생육이나 품질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식품공전에서는 15% 이하의 수준

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산 자숙액의 고형분 함량을 측정한 결과, 톳 자숙액의 고형분 함량은

35 mg/mL 이었고,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고형분 함량은 4 및 231 mg/mL의 함량을 나타

내었다. 1, 3, 5,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고형분 함량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단백질 함량의 경우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에서 각각 0.435, 0.304 및 4.260 mg/g의 함량

을 나타내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조지방 함량의 경우 톳, 문어에서는 조지방의 함량이 매우 소량이라 검출되지 않았으

나, 참치 자숙액의 경우 25.990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조사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10 kGy에서 31.843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

과 건물량 함량에는 조사에 의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수산 자숙액을 70% 에탄올로

추출한 후 감마선 조사함에 있어 유용 성분들의 추출 효율이 증가하게 된 결과라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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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zikia fusiformis Enteroctopus dofleini Thunnus thynnus

Irradiation dose

(kGy)
L a b L a b L a b

0 1.33d 7.57d 2.15d 86.04a 8.19a 10.76c 26.51e 16.81e 44.55d

1 1.21d 6.94d 1.94d 85.39b 8.31a 11.00b 27.46d 15.46d 45.91c

3 2.61c 13.48c 4.35c 85.60b 8.15a 11.23a 31.83c 11.17c 50.32b

5 4.18b 18.81b 7.05b 85.60b 7.94b 11.20a 33.24b 8.89b 50.45a

10 6.50a 22.05a 11.05a 86.17a 7.39c 11.19a 33.90a 8.20a 49.47a

SEM1) 0.01 0.29 0.15 0.19 0.02 0.01 0.19 0.02 0.22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SEM1)

Dry basis (g/mL)

Hizikia fusiformis 0.035a 0.033a 0.033a 0.035a 0.036a 0.00

Enteroctopus dofleini 0.004a 0.005a 0.005a 0.005a 0.005a 0.00

Thunnus thynnus 0.231
a

0.231
a

0.231
a

0.230
a

0.229
a

0.01

Crude protein

contents (mg/g)

Hizikia fusiformis 0.435b 0.436b 0.462b 0.514a 0.513a 0.01

Enteroctopus dofleini 0.304c 0.356b 0.374b 0.386b 0.450a 0.01

Thunnus thynnus 4.260
c

4.660
b

4.831
b

4.929
ab

5.277
a

0.17

Crude lipid

contents (mg/g)
Thunnus thynnus 25.990b 25.553b 28.870ab 30.293a 31.843a 0.17

Table 1-12. The change of Hunter's color values of the 70% ethanol extracts from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13. The change of proximate composit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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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 아미노산 함량 측정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아미노산에 감마선 조사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구성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1-14, 15, 16에 나타내었다.

톳 자숙액의 경우 구성 아미노산은 aspartic acid, glutamic acid, glycine 및 alanine 등이 1

mgg-1 이상이 검출되었고, 특히 glutamic acid는 41.53%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문어 자

숙액의 경우 aspartic acid, threonine, serine, glutamic acid, proline, glycine, alanine, val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histidine, lysine 및 arginine 등이 1 mgg-1 이상의 농도로

검출되었으며, aspartic acid, glutamic acid, glycine, alanine 및 arginine은 각각 8.59, 15.48,

12.65, 9.28 및 10.01%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참치 자숙액의 경우 Cystein을 제외하고 모

두 높은 농도의 아미노산 함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Glycine, Histidine 및 Glutamic acid는 각

각 51.58, 41.32 및 35.65 mgg-1 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참치 자숙액의 총 아미노산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참치 자숙액의 조단백질 함량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하였

다. Dawczynski et al.(2007)은 톳에서 glutamic acid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고,

Villanueva et al.(2004)은 문어에서 aspartic acid 및 glutamic acid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산 자숙액의 구성 아미노산 역시 glutamic acid 및 aspartic acid

가 많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원료인 톳, 문어 및 참치 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구성 아미노

산인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가 자숙하는 과정에서 용출되어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으리

라고 생각된다.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수산 자숙액의 구성 아미노산을 측정한 결과 톳 자숙액의 구성

아미노산은 threonine을 제외하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spartic

acid, glutamic acid, alanine, valine, isoleucine, leucine의 농도는 각각 1.90, 6.79, 1.63, 0.90,

0.52 및 0.60 mgg-1에서 1.73, 6.18, 1.43, 0.77, 0.42 및 0.50 mgg-1으로 감소하였다. 함황 아미노

산인 cysteine과 methionine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각각 0.05 및 0.19 mgg-1에서 0.03 및 0.13

mgg-1으로 상대적으로 더욱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histidine은 0.32 mgg-1에서 0.17 mgg-1으

로 감소하였다. 문어 자숙액의 구성 아미노산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proline과 glycine을 제외

하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함황 아미노산인 cysteine과 methionine은 10 kGy 선량의 감마

선 조사에 의해 각각 0.22 및 0.42 mgg
-1
에서 0.19 및 0.14 mgg

-1
으로 감소하였다. 참치 자숙액

의 경우 aspartic acid, glutamic acid, proline, glycine, alanine, methionine, histidine 및

arginine의 농도는 감소하였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아미노산의 함량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

었다. Khattak et al.(1989)은 두류와 곡류에 5 kGy 조사 시 함황 아미노산이 두류에서 불안정

하다고 보고하였고, Abdel-Rahim et al.(1988)은 broad beams에 5 kGy까지의 조사에 의해

methionine, cysteine, arginine, phenylalanine 및 lysine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수산 자숙액에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함으로써 자숙액 내의 구성 아미노산인

proline, alanine, cysteine, valine, methionine, phenylalanine 및 lysine 등의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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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0 10

mgg-1 % mgg-1 %

Aspartic acid 1.90b 11.62 1.73b 11.93

Threonine 0.71cde 4.34 0.73cd 5.03

Serine 0.44efgh 2.69 0.43def 2.97

Glutamic acid 6.79a 41.53 6.18a 42.62

Proline 0.35efghi 2.14 0.27efg 1.86

Glycine 1.03c 6.30 0.95c 6.55

Alanine 1.63b 9.97 1.43b 9.86

Cystein 0.05i 0.31 0.03g 0.21

Valine 0.90cd 5.50 0.77cd 5.31

Methionine 0.19ghi 1.16 0.13efg 0.90

Isoleucine 0.52efg 3.18 0.42def 2.90

Leucine 0.60def 3.67 0.50de 3.45

Tyrosine 0.14ghi 0.86 0.10fg 0.69

Phenylalanine 0.46
efgh

2.81 0.41
defg

2.83

Histidine 0.32
fghi

1.96 0.17
efg

1.17

Lysine 0.22
ghi

1.35 0.18
efg

1.24

Arginine 0.10
hi

0.61 0.07
fg

0.48

SEM
1)

0.16 0.2 0.15 0.18

Table 1-14. Structural amino acids composit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Hizikia fusiformis cooking drip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i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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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0 10

mgg-1 1) % mgg-1 2) %

Aspartic acid 4.89e 8.59 4.57d 8.35

Threonine 2.46h 4.32 2.23gh 4.07

Serine 2.56h 4.50 2.21gh 4.04

Glutamic acid 8.81a 15.48 8.45a 15.44

Proline 4.43f 7.78 5.32c 9.72

Glycine 7.20b 12.65 7.20b 13.15

Alanine 5.28d 9.28 5.25c 9.59

Cystein 0.22k 0.39 0.19k 0.35

Valine 2.69h 4.73 2.54fg 4.64

Methionine 0.42j 0.74 0.14k 0.26

Isoleucine 1.66i 2.92 1.50i 2.74

Leucine 2.89h 5.08 2.60f 4.75

Tyrosine 0.86g 1.51 0.70j 1.28

Phenylalanine 1.28c 2.25 1.25i 2.28

Histidine 2.36k 4.15 2.06h 3.76

Lysine 3.21k 5.64 3.01e 5.50

Arginine 5.70k 10.01 5.52c 10.08

SEM1)

0.12 0.08 0.10 0.11

Table 1-15. Structural amino acids composit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Enteroctopus dofleini cooking drip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k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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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6. Structural amino acids composit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Thunnus thynnus cooking drip

Irradiation dose (kGy)

0 10

mgg-1 3) % mgg-1 4) %

Aspartic acid 20.16g 6.46 19.78g 6.48

Threonine 11.17k 3.58 11.35k 3.72

Serine 11.85j 3.80 11.98j 3.92

Glutamic acid 35.65c 11.43 35.14c 11.48

Proline 27.90d 8.95 27.59d 9.04

Glycine 51.58a 16.54 48.22a 15.79

Alanine 26.87e 8.62 26.03e 8.53

Cystein 0.31q 0.10 0.33q 0.11

Valine 8.31l 2.66 8.63l 2.83

Methionine 7.10n 2.28 6.79n 2.22

Isoleucine 5.98o 1.92 6.10o 2.00

Leucine 13.10i 4.20 13.47i 4.41

Tyrosine 4.09p 1.31 4.18p 1.37

Phenylalanine 7.75m 2.49 7.78m 2.55

Histidine 41.32b 13.25 39.11b 12.81

Lysine 17.01h 5.45 17.30h 5.67

Arginine 21.97f 7.05 21.67f 7.10

SEM1)

0.12 0.5 0.15 0.8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q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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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아미노산 함량 측정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기호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고(Watanabe and Sato 1974),

식품의 풍미를 예측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또한 glutamic acid, aspartic acid,

alanine 및 glycine 등은 식품의 향기와 맛을 부여한다(Ruiz-cappilas and Moral 2001). 자숙액

내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1-17, 18, 19에 나타내었다. 톳 자숙액에서는

phosphoserine, taurine, alanine, valine 및 carnosin 등의 5종의 유리 아미노산만이 확인되었으

나, 문어 자숙액에서는 phosphoserine, taurine, alanine, valine 및 carnosin을 포함한 23종이

확인되었으며, 참치 자숙액에서는 21종의 아미노산이 확인되어 톳 자숙액보다는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이 더 많은 종류의 유리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어서 톳 자숙액에 비해 더 다양한 풍미

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톳 자숙액의 유리 아미노산 중 alanine이 50%의 함량을 나타내

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고, 문어 자숙액의 유리 아미노산의 경우 taurine은 39.67%의 함

량을 나타내어 문어 자숙액의 유리 아미노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참치 자숙액의 경우

histidine 및 Taurine이 27.45 및 19.21%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특히,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유

리아미노산에는 taurine이 각각 29.69 및 7.14 mgg-1 함유되어 있어 자숙액의 높은 기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톳 자숙액에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alanine, valine, carnosin 및 ornithine의 농도

는 각각 0.05, 0.01, 0.01 및 0.00 mgg-1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0.06, 0.02, 0.02 및 0.01 mgg-1

으로 그 농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문어 자숙액의 감마선 조

사에 의한 유리 아미노산 농도는 aspartic acid, glutamic acid, glycine, alanine, β-alanine,

baiba 및 1-methyl histidine 등이 조사에 의해 증가하였다. 특히, alanine과 β-alanine은 3.79

및 3.26 mgg-1에서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4.03 및 3.26 mgg-1 의 농도를 나타내며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참치 자숙액의 경우, phosphoserine, taurine, glutamic acid 및

alanine 등은 각각 0.13, 7.14, 1.53 및 2.53 mgg-1에서 10 kGy 감마선 조사 후 15.62, 8.43, 1.92

및 3.09 mgg-1으로 증가하였다. Nene et al.(1975)은 10 kGy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한 대두분의

유리 아미노산이 15% 정도의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처

리한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유리 아미노산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에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자숙액의 조단백질 함량은 0.435, 0.304 및

4.260 mg./g에서 0.513, 0.450 및 5.277 mg/g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감마선 조사

로 인한 추출 효율의 증가로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구성 아미노산의 농도는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리 아미노산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유리 아미노

산의 증가에 의해 자숙액의 총 단백질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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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0 10

mgg-1 % mgg-1 %

Phosphoserine 0.01a 10.00 * *

Taurine 0.02a 20.00 0.02a 15.38

Urea (가) *2) * * *

Aspartic acid * * * *

Hyproxanthine * * * *

Serine * * * *

Asparagine * * * *

Glutamic acid * * * *

Glycine * * * *

Alanine 0.05a 50.00 0.06a 46.15

Valine 0.01a 10.00 0.02a 15.38

Methionine * * * *

Isoleucine * * * *

Leucine * * * *

Tyrosine * * * *

β-alanine * * * *

Phenylalanine * * * *

Baiba * * * *

Gaba * * * *

Histidine * * * *

3-methyl histidine * * * *

1-methyl histidine * * * *

Carnosine 0.01
a

10.00 0.02
a

15.38

Ornithine * * 0.01a 7.69

Lysine * * * *

Arginine * * * *

SEM1) 0.01 0.02 0.01 0.04

Table 1-17. Free amino acids composit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Hizikia fusiformis cooking drip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The content lower than low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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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0 10

mgg-1 % mgg-1 %

Phosphoserine 0.50hi 0.67 0.36hi 0.52

Taurine 29.69a 39.67 28.43a 41.14

Urea 8.60b 11.49 8.60b 12.45

Aspartic acid 0.36hijk 0.48 0.38hi 0.55

Hyproxanthine 3.92e 5.24 * *

Serine 0.47hijk 0.63 * *

Asparagine 2.56e 3.42 2.55f 3.69

Glutamic acid 3.72hij 4.97 3.76hi 5.44

Glycine 0.25f 0.33 0.39f 0.56

Alanine 3.79hijk 5.06 4.03d 5.83

Valine 0.42h 0.56 0.39hi 0.56

Methionine 2.80hi 3.74 2.76f 3.99

Isoleucine 0.26f 0.35 0.25hi 0.36

Leucine 0.60hijk 0.80 0.55h 0.80

Tyrosine 0.52jk 0.69 0.52h 0.75

β-alanine 2.67hi 3.57 3.26e 4.72

Phenylalanine 0.37jk 0.49 0.33hi 0.48

Baiba *2) * 0.01i 0.01

Gaba 0.05ijk 0.07 0.05i 0.07

Histidine 0.55g 0.73 0.49h 0.71

3-methyl histidine 0.02
k

0.03 0.02
i

0.03

1-methyl histidine * * 0.01i 0.01

Carnosine 0.21
k

0.28 0.20
hi

0.29

Ornithine 2.30g 3.07 2.21g 3.20

Lysine 6.54c 8.74 6.16c 8.91

Arginine 3.67d 4.90 3.39e 4.91

SEM1) 0.10 0.08 0.15 0.14

Table 1-18. Free amino acids composit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Enteroctopus dofleini cooking drip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k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The content lower than low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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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0 10

mgg-1 % mgg-1 %

Phosphoserine 0.13j 0.35 15.62a 27.14

Taurine 7.14b 19.21 8.43c 14.65

Urea * * * *

Aspartic acid 0.81h 2.18 0.98i 1.70

Hyproxanthine * * * *

Serine 0.80h 2.15 0.98i 1.70

Asparagine 0.07j 0.19 0.05k 0.09

Glutamic acid 1.53e 4.12 1.92f 3.34

Glycine 0.74h 1.99 0.93i 1.62

Alanine 2.53c 6.81 3.09d 5.37

Valine 1.15fg 3.09 1.38gh 2.40

Methionine 0.37i 1.00 0.43j 0.75

Isoleucine 0.82h 2.21 1.04i 1.81

Leucine 2.01d 5.41 2.48e 4.31

Tyrosine 1.03fg 2.77 1.26h 2.19

β-alanine 0.01j 0.03 0.02k 0.03

Phenylalanine 1.01g 2.72 1.21h 2.10

Baiba * * * *

Gaba * * * *

Histidine 10.20a 27.45 10.29b 17.88

3-methyl histidine * * * *

1-methyl histidine 2.39c 6.43 2.37e 4.12

Carnosine 1.46
e

3.93 1.46
g

2.54

Ornithine 0.11j 0.30 0.15k 0.26

Lysine 1.61e 4.33 1.94f 3.37

Arginine 1.19f 3.20 1.49g 2.59

SEM1) 0.01 0.01 0.03 0.02

Table 1-19. Free amino acids composit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Thunnus thynnus cooking drip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k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The content lower than low detection li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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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산화 활성 평가

• DPPH radical 소거능 및 총 페놀 함량 측정

수산 자숙액 70% 에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 및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여 Fig.

1-47 및 Fig. 1-48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전자공

여능은 각각 49.92, 68.69 및 68.80%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 자숙액의 전자 공여능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10 kGy의 감마선 조사 결과 톳, 문어 및 참

치 자숙액의 전자공여능은 각각 59.77, 73.57 및 77.33%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수산 자숙

액의 총 페놀 함량 측정 결과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에서 각각 239.48, 429.21 및 346.96

ppm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총 페놀 함량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10

kGy의 감마선 조사 결과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에서 각각 261.12, 522.78 및 410.78 ppm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

고 생각되었으며, 이들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감마선 조사한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은 항산화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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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7.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f the 70% ethanol extracts from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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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Antioxidant value (%)

0 100c

10 105.55b

50 110.96a

SEM1) 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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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48. Total phenolic contents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 Polyphenol 흡착 후 DPPH radical 소거능 변화

Shahidi and Wanasundara(1992)은 다양한 페놀 화합물은 수산기를 통한 수소 공여와 페놀

고리 구조의 공명 안정화에 의해 항산화 능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권 등(2007)은

소목의 구성성분 중 다양한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의 배당체들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탈됨에 따라 페놀 함량이 증가하여 항산화 활성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

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한 결과 항산화능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인이

폴리페놀 함량의 증가에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Gorinstein et al. (1993)에 따라 polyclar를 이

용하여 문어 자숙액 내의 폴리페놀을 흡착한 후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1-20에 나타내었다. 감마선의 경우 10 및 50 kGy에서 비조사구보다 5.55 및 10.96%의

항산화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Table 1-20. Antioxidant value after polyphenol exclus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cooking drips of Enteroctopus dofleini after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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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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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추출 후 항산화 활성 측정

(NH4)2SO4 침전은 다양한 단백질을 용해도에 의해서 분리하는 방법으로, 단백질은 구조상

소수성 부분은 분자 내부에 존재하고 친수성 부분이 분자 밖에 위치하여 물과 단단하게 결합

되어 안정을 유지하는 구조인데 높은 세기의 이온은 친수성 부분에 있는 물 분자에 붙어 물

분자만을 잡아끌기 때문에 단백질이 침전되게 되는 것이다(최 등 2006).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

사는 polypeptide chain의 공유 결합을 끊어 변화를 일으키는데 Hydroxy, superoxide 라디칼

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의 일차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국 단백질의 이차 혹은 삼

차 구조가 찌그러지게 되어 분해를 일으킨다(Lee 등 2002). 또한 황을 함유한 단백질이 분해되

면 S-S 결합이 끊어져 S-기가 노출되는데 이러한 S기는 ROS (reactive oxygen species)와 결합

하여 항산화를 나타낸다(Atmaca 2004). 방사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의 분해가 일어나 S기가 유

리되어 자숙액의 항산화능이 증진된다고 생각되어 문어 자숙액 내의 단백질을 ammonium

sulfate로 침전한 후 단백질만을 추출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Table 1-21). 문

어 자숙액 단백질 추출물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비조사군에 비해 10 kGy 및 50 kGy 군

에서 각각 45.06 및 52.88%의 항산화능의 증가를 나타내어 단백질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했을

때 항산화능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는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에 방사선 조사

를 적용했을 때 항산화능이 비조사구에 비해 10 kGy 조사구가 10.64%의 증가를 보인 것보다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숙액 내의 단백질만을 추출해 낸 후 1 mg/mL의 농도로 용

해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숙액 내의 단백질 양보다 많은 양의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어 높은 수

치의 항산화 활성 증가를 보이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자숙액의

항산화 활성 증가는 폴리페놀에 의한 것 보다는 단백질에 의한 영향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

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문어 자숙액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였을 때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폴리페놀의 함량 증가에 의한 것보다는 조사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되어 disulfide

bond의 구조가 깨어져 S기가 유리됨으로 인해 자유 라디칼들과 결합하여 항산화 활성이 증가

하게 되는 영향이 크다고 사료된다.

Table 1-21. Antioxidant value after protein extraction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cooking

drips of Enteroctopus dofleini after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Antioxidant value (%)

0 100b

10 145.06a

50 152.88
a

SEM1)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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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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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활성 평가

• Tyrosinase 저해 활성 평가

Tyrosinase는 피부 기저층에 있는 melanocyte의 melanosome에서 tyrosine 혹은 dopa를 기

질로 하여 피부의 색소 성분인 melanin을 생합성 하는데 있어서 key enzyme으로 작용하는

효소이다(Yang et al. 2008). 자숙액 내에 존재하는 tyrosinase 저해 활성 물질은 melanocyte

cell의 tyrosinase 효소 활성을 저해하여 melanin 합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melanin 합성

을 막는다(김 등 2008).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 1-49에 나타내었다.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은 각

각 62.10, 77.12 및 35.82%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 하였고, 10 kGy의 감마선 조사 결과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tyrosinase 저

해능은 71.14, 91.88 및 44.62%로 증가하였다. Byun et al.(2004)은 Flavonoids와 같은 페놀 화

합물이 tyrosinase 저해 활성에 관련된 물질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수산 자숙액 에

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능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므로, B16BL6

melanoma cell을 이용한 멜라닌 생합성 시험에서는 비조사한 수산 자숙액과 가장 높은 선량

인 10 kGy 조사한 수산 자숙액을 이용하여 멜라닌 생합성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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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9.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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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lanin 생합성 시험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melanin은 인간의 피부색을 결정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며, 멜라닌 세포(melanocyte) 내의 특수한 형태의 갈색 세포내 소기관인 멜라닌소체

(melanosome)에서 합성된다. 멜라닌 합성은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1 (TRP-1)

과 tyrosinase related protein-2 (TRP-2),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유도무질

인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 forskolin과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MSH) 등에 의해서 조절된다(Busca and Ballotti 2000; Creiner et al. 1973). 본 연구에서는 감

마선 조사에 의해 수산 자숙액의 tyrosinase 저해능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여 감마선 조사한

수산 자숙액의 미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tyrosinase에 의해 조절되는 melanin 생성량을

측정하였다(Fig. 1-50). α-MSH 만을 처리한 대조군의 melanin contents는 140.46 μg/mL의 함

량을 나타내었으나,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 비조사구의 melanin contents는 각각 119.26,

125.86 및 133.33 μg/mL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10 kGy 감마선 조사한 수산 자숙액의

melanin contents는 각각 110.61, 116.52 및 110.17 μg/mL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은 세포 내에서 melanin 생합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해 melanin 생합성 억제능이 증가하는 것이 나타나 감마선

조사한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은 미백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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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0. Melanin synthesis activity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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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 저해 효과 측정

ACE는 포유동물에서 혈관 내에서 혈류의 흐름과 염류의 균형을 제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모세혈관 주변에 있는 입자형 세포인 granular가 renin을 혈액 속에 분비하고 renin은

angiotensinogen을 angiotensin으로 바꾸어준다. 이 angiotensin I은 ACE에 의해 angiotensin

II로 바뀌며 이것이 부신피질을 자극하여 aldosteron을 분비하게 하고, bradykinin의 분해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혈압의 증가가 일어난다(Kim 2004). 자숙액 내에 존재하는 ACE 저해 물

질은 ACE의 활성 부위에 결합함으로써 angiotensin I과 경쟁적으로 반응하여 angiotensin II

의 감소를 일으켜 혈압강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bradykinin의 분해를 차단하여

prostaglandin 등의 혈관 확장 물질의 합성을 촉진하게 된다(Erdos and Skidgel 1987;

Messerli 1999).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ACE 저해능 측정 결과를 Fig. 1-51에 나타내었

다. 톳 자숙액의 ACE 저해능은 84.16%였으며, 문어 및 참치 자숙액의 ACE 저해능은 88.11

및 73.97%로 나타나 높은 ACE 저해능을 나타내었고, 이들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는 수산 자숙액 에탄

올 추출물의 ACE 저해능을 증가시켜 고혈압을 예방하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이 가능

하리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수산 가공 폐액인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 70% 에탄

올 추출물은 색도가 개선되며, 유용 성분의 추출 효율이 증대되었으며, 항산화 활성, 미백 효

과 및 고혈압 저해능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한 수산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은 식품 및 공중보건 산물의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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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1. ACE inhibition activity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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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자숙액의 감마선 조사 확인 실험

- 광자극 발광(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특성

시료의 방사선 조사 여부 판별을 위하여 수산 자숙액 3종에 대하여 PSL을 측정하였다.

PSL은 전처리가 간단하고 신속하며 간편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스크리닝 목적으로 많이 이용

되고 있다. PSL 측정을 위하여 자숙액을 동결 건조한 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측정할 때 시

료 chamber를 비운 상태에서 광자극 없이 photon count를 측정하여 dark count라 하고, 시료

chamber에 14C-source와 같은 reference light source를 넣어 light count를 측정한다. 시료를

측정하기 전 매번 시료 chamber를 비운 상태에서 photon count를 측정하여 오염 상태를 점

검하고, 시료 측정 후에는 chamber를 청소한다(Kim et al. 2003). 각각의 자숙액은 동결건조한

후 분말화하여 2 g 씩을 취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Table 1-22). 실험 결과 모든 자숙액에서

260-510의 photon counts를 나타내어 비조사 시료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 자숙액의 방사

선 조사 여부의 스크리닝에 있어서 PSL은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사료되었다.

- 열 발광(Thermoluminescence, TL) 특성

TL을 이용한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검지방법은 검지하고자 하는 식품이 미네랄 등의

광물질이 혼입되어 있거나 기타 오염이 있을 경우 가능하다. 자숙액의 경우 원재료를 자숙하

거나, 자숙액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무기물의 혼입이 가능하므로 TL 방법에 의한 검지가 가능

하리라 생각된다.

TL signal 측정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예비실험을 통해, 톳 자숙액의 경우 50 mL, 문어

자숙액의 경우 200 mL의 시료를 water rinsing 하여 1 mg의 미네랄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그러나 참치 자숙액의 경우, 특이적으로 함유한 지방과 콜라겐의 함량이 높았기 때문에, TL

방법은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본 실험에서 제외하였다. 실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

해 미네랄의 분리과정에서 시료를 담지 않은 blank test를 수행하여 MDL (Minimal

Detectable integrated TL intensity Level; 최저검출한계)을 측정한 결과 1782의 값을 얻었으

며, 각 시료의 Glow 2 면적 값이 MDL의 10배를 넘으면 유효한 실험결과로 받아들였다.

현재 자숙액의 경우 국내에서 조사가 허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받아들여지

는 10 kGy를 최고 선량으로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톳 및 문어 자숙액에서 추출한 미네랄

을 사용하여 TL을 측정한 결과를 Fig. 1-52 및 53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톳, 문어 자숙액에

서 비조사구에서는 특이 peak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5 및 10 kGy 조사구에서는 150-250℃

사이에서 조사를 확인할 수 있는 특이 peak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signal intensity는 급격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문어 자숙액에서는 톳 자숙액보

다 TL intensity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시료에 따라 원재료에 혼입

되는 무기질 (mineral)의 종류와 양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Autio and

Pinnioja 1990; Behere et al. 1992; Soika and Delincee 2000). 본 연구 결과 방사선 조사한 자

숙액에서는 150-250℃ 범위에서 특정한 glow curve가 나타났으므로 이들의 방사선 조사여부

를 확인하는데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톳 및 문어 자숙액으로부터 분리한 미네랄에 대한 glow curve intensity의 normaliz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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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5 10

Hizikia fusiformis
269±1131,2)

(-)3)

337±32

(-)

288±60

(-)

Enteroctopus dofleini
348±111

(-)

404±51

(-)

510±70

(-)

Thunnus thynnus
260±119

(-)

399±79

(-)

378±120

(-)

위하여 1차 glow curve (TL1)를 측정한 다음 다시 재조사 (1 kGy)를 실시하여 2차 glow

curve (TL2)를 측정하였다. TL ratio(TL1/TL2)를 측정한 결과(Table 1-가-5-16), 톳 자숙액에서

는 비 조사구에서는 0.093, 조사구에서는 0.487 이상의 TL ratio를 나타내었으며, 문어 자숙액

에서는 비조사구의 경우 0.105, 조사구에서는 0.199 이상의 TL ratio를 나타내었다. TL ratio

값이 0.1보다 작은 경우는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0.1보다 큰 경우는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판단하는데(정 등 2008), 본 연구 결과 톳 자숙액에서는 비조사구의 TL ratio가 0.1보

다 낮았으며, 조사구의 경우 0.1보다 높은 값을 보여 normalization이 가능하였으나, 문어 자

숙액의 경우, 비조사구에서 0.1보다 높은 0.105의 값을 나타내어 normalization이 가능하지 않

았다. 정 등(2008)은 백후추 분말시료의 경우 TL ratio가 0.10으로 나타났으나, 이의 TL glow

curve의 모양과 나타나는 온도범위를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비조사 시료로 판단

하였다고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문어 자숙액의 경우 TL ratio는 0.105의 값을 나타내었

으나, TL glow curve를 기준하여 조사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여 톳과 문어 자숙액의 경우 TL

방법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Table 1-22. Phostimulated luminescence (PSL) characteristics of gamma-irradiated seafood

cooking drips

1)
Mean ± S.D.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T2

3)
+,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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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L glow
Irradiation dose (kGy)

0 5 10

Hizikia fusiformis

TL1 intensity1) 1801.5 25761 38274

TL2 intensity2) 19416.5 53176.5 43539.5

TL ratio3) 0.093 0.487 0.799

Enteroctopus dofleini

TL1 intensity 2407.5 4351 7998.5

TL2 intensity 23013 22059.5 38169.5

TL ratio 0.105 0.199 0.211

Table 1-23. TL ratios (GL1/G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Hizikia fusiformis

and Enteroctopus dofleini cooking drips

1)Integrated TL1 intensity at 150-250℃.
2)Intergrated TL2 intensity at 150-250℃.
3)TL1 intensity/TL2 intensity.

- Hydrocarbon 특성

참치 자숙액의 지방에는 palmitic acid, stearic acid, docosahexaenoic acid(DHA) 등의 지방

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산에 방사선을 조사시키면, 중성지방의 carbonyl group

의 α 탄소와 β 탄소 위치에서 결합이 끊어져 원래의 지방산보다 탄소수가 1개 (Cn-1) 적거나,

2개 (Cn-2) 적으면서 첫 번째 탄소위치에 새로운 이중결합을 가진 hydrocarbon류가 생성된다

(nawar 1986). 즉, palmitic acid로부터 pentadecane과 1-tetradecene, stearic acid로부터

heptadecane과 1-hexadecene, oleic acid로부터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e, linoleic

acid로부터는 6,9-heptadecadiene과 1,7,10-hexadecatriene이 생성된다. 이러한 hydrocarbons을

분석하게 되면 지방산이 함유된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감마선 조사된

참치 자숙액의 hydrocarbon류의 변화 양상을 Fig. 1-54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가 적용되

지 않은 비 조사구의 경우 pentadecane (15:0), hexadecane (16:0) 및 heptadecane (17:0) 등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참치 자숙액이 참치를 자숙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 동안 가열되어 저장

되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10 kGy 조사구의 경우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 marker인 8-heptadecene, 1,7-hexadecadiene, 6,9-heptadecadiene 및

1,7,10-hexadecatriene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 등(2008)은 참치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지방산

조성은 myristic acid(8.03%), palmitoleic acid(3.00%), palmitic acid(53.29%), vaccenic

acid(10.06%), stearic acid (22.32%) 및 docosahexaenoic acid(5.30%)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oleic acid와 linoleic acid로부터 유래되는 hydrocarbon인 8-heptadecene,

1,7-hexadecadiene, 6,9-heptadecadiene 및 1,7,10- hexadecatriene은 참치 자숙액 내의 지방함

량이 낮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김(2003)은 건갑오징어에서 linoleic acid 및

oleic acid의 함량이 낮아 hydrocarbon 분석이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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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자숙액의 감마선 조사 확인 방법으로서 hydrocarbon은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수산 자숙액을 식품 및 공중보건소재로 이용함에 있어 감마선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립하고자 자숙액의 감마선 조사 여부 확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숙액에 10 kGy까

지의 감마선을 적용하여 PSL을 측정한 결과 모든 자숙액에서 260-510 photon counts를 나타

내어 자숙액의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데에 PSL은 적용가능하지 않다고 사료되었다. TL을 측정

한 결과 톳 및 문어 자숙액의 경우, 방사선 조사한 시료는 150-250℃ 사이에서 특정한 peak를

나타내었다. Normalization을 위하여 TL ratio를 측정한 결과 톳 자숙액의 경우 0.093, 문어

자숙액의 경우 0.105로 나타났다. 문어 자숙액의 경우 0.1이 넘는 값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TL

glow curve를 기준하여 조사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여 톳 및 문어 자숙액의 경우 감마선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데에 TL법이 적용가능하다고 사료되었다. ESR을 측정한 결과 모든 자숙액에

서 방사선 조사 유래의 특정 radical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

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래되는 참치 자숙액의 hydrocarbon을 측정한 결과 검지 마커로

서 사용되는 hydrocarbon류인 8-heptadecene, 1,7-hexadecadiene, 6,9- heptadecadiene 및

1,7,10-hexadecatriene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는 참치 자숙액 내 oleic acid와 linoleic acid의 부

재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생각되며, 참치 자숙액에 hydrocarbon법은 적용 가능하지 않다고 사

료되었다.

(A)

(B)

Fig. 1-54. GC/MS chromatogram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amma-irradiated

cooking drip of Thunnus thynnus. (A: Control, B: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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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위한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 병용처리 기술개발 및

적용시험

가. 팽창제 및 진공취사법 이용 복원성이 개선된 동결건조 쌀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쌀(Oryza satira, 米)은 우리나라의 주식작물이면서 전체농업 생산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Choi, 2002). 또한 전통식품이나 가공 식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중요한 재료로 쌀과자, 쌀가

루, 청주, 된장 등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최근에는 쌀 소비 확대의 일환으로

쌀가루를 원료로 이용하여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에 대한 많은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Park

and Kim, 2004). 이와 같이 쌀은 식품가공 원료로 대부분 사용된다. 그러나 쌀밥의 식미를

유지하면서 우주식이나 전투식량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공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건조하

여 물만 부어 먹을 수 있는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즉, 쌀을 호화시킨 후

건조하여 뜨거운 물을 부어 단시간에 섭취할 수 있는 즉석섭취 형태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

다. 그러나 이러한 건조 쌀밥은 제조방법에 따라 수분 복원능력과 식감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Roberts et al., 1979). 대표적인 건조 쌀밥으로 쌀을 취반하여 호화시킨 후 수분함량이

10% 이하로 되도록 고온에서 건조시켜 저장성뿐만 아니라 다공성의 망상구조로 복원성이

뛰어난 즉석건조 쌀밥(알파화미)과 저온에서 건조시킨 동결건조 쌀밥이 있다. 건조방법이

다른 쌀밥들은 쌀의 표면층을 통한 수분흡수 능력이 달라 식미와 품질에 차이가 나타난다.

이와 같이 건조방법에 따라 쌀밥의 복원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비교 평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즉석쌀밥의 대부분 연구는 즉석건조 쌀밥의 제조방법에 관하여

이루어져 있다. 그 예로 전처리 단계에서는 다소간 차이가 있으나 건조단계에서 팽화처리

방법, 호화시킨 후 쌀밥을 동결건조 하는 방법, 쌀밥을 냉동한 후 해동하여 열풍건조하는

방법(Keneaster and Newlin, 1957; Ozai-Durrant, 1965)등이 보고되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한국인 최초 우주 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에 보내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인간이 우주공간에서 임무를

수행 할 경우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중요하며 심리적 안정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식품이라 말할 수 있다(Lane and Schoeller, 1999; Holland and March, 1994). 1960

년대 이래 우주 개발 선진국들은 자국 우주 비행사의 심리적 안정감과 만족감을 향상시키

기 위해 자국의 다양한 식품들을 개발하고 개선해 왔다. 그리고 우주식품은 온도 변화가 심

한 우주선내에서 장기간 보관과 운송비용 등 그 특성상 가벼운 식품이 유리하여 대부분 건

조된 형태로 개발되어 왔다. 우주선내는 무중력으로 낮은 기압 상태여서 제공되는 물의 온

도가 약 70℃이므로 따뜻한 물에서 빠른 시간에 건조식품을 복원시키는 기술이 우주식품의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다. 즉, 건조된 쌀밥의 복원형 향상에 필요한 핵심은 쌀의 내부구조

가 물이 침투하기 용이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핵심기술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건조된 쌀밥의 복원성을 향사시키고자 하였으며, 우주에서 제공되는 70℃의 물로

건조 쌀밥을 복원시킬 경우 취사방법, 팽창제 첨가 및 동결 시 온도가 건조쌀밥들의 복원

후 이들의 복원특성과 품질 변화를 평가하고, 복원성이 우수한 건조 쌀을 개발함으로써 우

주식으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아울러 병용처리(취사방법, 팽창제 첨가 및 동결 시 온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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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율 =
건조 전 시료의 중량 - 복원 후 시료의 중량

× 100
건조 전 시료의 중량

술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건조 쌀밥의 재수화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여러 병용처리 기술을 적용 하였으며, 이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평가하

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샘플 제조

쌀밥의 제조는 2007년에 전라북도에서 수확한 동진벼(Oryza sativa)를 농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Lee 등(2004)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쌀 200 g을 5배 물로 가볍게 4회 수세하고

증류수 260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5분 수침시킨 후 취사 방법에 따른 건조 쌀의 복원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밥솥(Model RJ-0570, LG Co., Seoul, Korea) 및 압력밥솥(Model

SR-0611, Cuckoop homesys, Korea)에 취반 후 비교 평가하였다. 수침시간을 결정하기 위한

예비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수침 후 쌀의 수분 흡수율 측정은 항온수조(Model

SX-10R, Taitec Co., Japan)내에 온도를 25~26℃로 유지 한 후 시료 5 g과 충분한 양의 증류

수 40 mL를 50 mL falcon tube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10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복원율을

측정하였다. 5분 간격으로 쌀을 꺼내어 여과지 위에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 굴리면서 표면수

를 제거한 후 제거된 밥의 무게를 측정하여 건조 전 시료의 중량에 대한 복원 후 시료의 중

량 백분율을 복원율로 나타내었다. 예비실험 결과 약 35분 수침에서 수분 평형에 도달하여

향후 실험은 취사 전 35분 수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복원율 측정

시료의 복원율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제공되는 따뜻한 물의 온도가 약 70℃인 것을 감안하

여 항온수조(Model SX-10R, Taitec Co., Japan)내에 온도를 70℃로 유지 한 후 시료 5 g과 충

분한 양의 70℃ 증류수 40 mL를 50 mL falcon tube에 넣고 뚜껑을 닫은 후 30분 동안 5분

간격으로 복원율을 측정하였다. 5분 간격으로 쌀밥을 꺼내어 여과지 위에 조직이 상하지 않

도록 굴리면서 표면수를 제거한 후 제거된 밥의 무게를 측정하여 건조 전 시료의 중량에 대

한 복원 후 시료의 중량 백분율을 복원율로 나타내었다.

미세구조 관찰

시료의 표면과 절단면을 약 0.3×0.3 cm 크기로 잘라낸 후 Carbon Coater (108-CA, Jeol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gold 코팅 하였다. 시료 조직의 현미경적 구조는 주사전자현

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SM-6335F, Jeol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10 kV

의 가속 전압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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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창제 함량결정

Baking powder의 첨가 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0, 0.1, 0.3 및 0.5%로 수침 수의 농도를

결정 한 후 쌀 200 g을 5배 물로 가볍게 4회 수세하고 증류수 260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5

분 수침시킨 후 취사 방법에 따른 건조 쌀의 복원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기밥솥(Model

RJ-0570, LG Co., Seoul, Korea) 및 압력밥솥(Model SR-0611, Cuckoop homesys, Korea)에 취

반 후 비교 평가하였다.

동결온도 결정

취반된 쌀밥의 동결 온도를 경정하기 위하여 취반된 쌀밥을 15 ± 0.5 g 씩 Petri dish에 담

은 후 -70℃, -20℃ 및 -10℃의 냉동고(Model 917, Forma Scientific Inc., Ohio, USA)에 5시간

동안 동결시킨 후 동결건조기(Model FD-5505P, Ilshinlab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수분

함량이 9.0±1.0% 이하까지 건조시켰다. 건조된 쌀밥의 복원율 및 내부구조 관찰을 통하여 최

적 동결온도를 결정하였다.

조직감

복원된 시료 15 g을 원형틀(4.0×1.5 cm)에 담아 성형한 후 Texture Analyser (TA-XY2i,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plastic

plunger (Cylinder type, 1.0 cm diameter)를 사용하여 3 mm/sec의 test speed와 50%

deformation ratio 하에서 2회 반복압착시험을 하여 texture profile analysis 곡선을 얻었다.

이 곡선을 이용하여 경도(hardness)와 점착성(stickiness)의 값을 구하였으며 이들의 값을 이

용하여 점착성과 경도의 비(stickiness/hardness, S/H)를 구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30분간 복원시킨 건조 쌀밥을 사용하였으며 대조구의 경우 취반

된 쌀밥을 사용하였다. 관능검사를 위한 panel은 미리 훈련된 1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

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검사 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otal session은 10～12분으로 정하였다. 이

때의 평가항목은 씹힘성(chewiness), 경도(hardness), 외관(appearance), 맛(taste), 향(flavor),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매우 좋아

한다(강하다);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1점 이었다.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10.0 (SPSS, 1999)

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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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취사방법에 따른 동결건조 쌀밥의 복원성 평가

취사방법이 다른 건조 쌀밥들을 70℃ water bath에서 일정시간 동안 복원시킨 후 복원율

을 측정한 결과를 Fig. 1-55에 나타내었다. 전기밥솥 취사 및 압력밥솥 취사 후 동결건조 한

건조 쌀들의 복원성(건조된 시료가 수분을 재흡수하여 건조 전의 시료로 돌아가는 성질)을

복원 후 증가한 무게대비 최초 무게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복원 후에 무게 증가가 많

을수록 복원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kim et al., 2005). 전기밥솥 취사의 경우 최대 복

원율이 20분 이후 약 70% 전후로 나타났으며, 압력밥솥 취사의 경우 약 80%전후로 나타나

압력밥솥 취사가 동결건조 쌀밥의 재수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사방법이 다른 건

조 쌀밥들을 70℃ water bath에서 일정시간 동안 복원시킨 후 SEM(현미경적구조관찰)을 측

정한 결과를 Fig. 1-56에 나타내었다. 전기밥솥 취사에 배해 압력밥솥 취사의 내부구조의 air

cell 크기가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밥솥 취사보다 압력밥솥 취사의 경우가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쌀밥 내부의 수분이 보다 더 많이 팽창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Leelayuthsoontorn and Thipayarat, 2006). 따라서 압력밥솥 취사가 동결건조 시 쌀밥의 복

원에 유리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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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5. Rehydration rate of freeze-dried cooked rice prepared by different cook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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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ic cooked Pressure cooked

Fig. 1-56.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freeze-dried cooked rice prepared by different
cooking conditions.

Baking powder 농도에 따른 동결건조 쌀밥의 복원성 평가

Baking powder(베이킹파우더)를 각각 0, 0.1, 0.3, 0.5%로 수침한 후 압력밥솥 취사 후 복

원성 측정 결과를 Fig. 1-57에 나타내었다. 베이킹파우더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복원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3과 0.5%두 군의 경우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0%(대조

구)와 0.1%군과 비교해 볼 때 복원율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aking

powder(베이킹파우더)를 각각 0, 0.1, 0.3, 0.5%로 수침한 후 압력밥솥 취사 후 SEM 측정 결

과를 Fig. 1-58에 나타내었다. 건조 쌀밥의 내부구조 측정결과 복원성과 큰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0.3%의 경우가 대조구와 0.1% 첨가구에 비해 기공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aking powder가 물과 열에 반응하여 탄산가스가 발생되고 이 탄가스에 의

해 쌀 조직 내 기공이 팽창이 진행된다(Sreerama et al., 2009). 즉, 쌀 조직내의 온도가 점진

적으로 올라가면 기공 내에 녹아있던 가스의 용해도가 감소되어 탄산가스가 방출되며, 따라

서 쌀 조직의 힘에 의해 기포 조직의 내압이 높아져 기포의 크기가 크게 된다(Berrios et al.,

2004). 그러나 baking powder의 양이 0.5%로 증가할 경우 조직의 파괴현상이 뚜렷하게 나타

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baking powder의 최적 수침 농도는 0.3% 인 것으로 사료

되었다.

동결 시 동결온도에 따른 건조 쌀밥의 복원성 평가

동결 시 동결온도를 각각 -70, -20 및 -10℃로 동결한 후 건조시킨 쌀밥의 복원성 측정 결과

를 Fig. 1-59에 나타내었다. -20℃ 동결 후 건조된 건조 쌀의 경우 초기 복원이 효과적으로 진

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70℃ 동결 후 건조된 시료와 비슷한 수준

의 복원성을 보였다. 또한 -10℃ 동결 후 건조된 시료는 다른 두 군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복원율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의 초기 복원성이 가장 좋은 이유는 수분의 침투

가 다른 두 군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유리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Luangmalawat 등(2008)연

구에서도 초기 복원 속도는 식품의 모세관현상에 의한 것이며 표면의 모세관이 많거나 크면

초기 복원이 잘된다고 하였다. 동결 시 동결온도를 각각 -70, -20 및 -10℃로 동결한 후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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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쌀밥의 SEM 측정 결과를 Fig. 1-60에 나타내었다. 현미경적 구조관찰 결과 복원성 결과

와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즉, -20℃ 동결 후 건조의 경우가 기공의 크기가 가장 크게 형

성되었으며, -10℃ 동결 후 건조는 빙결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 조직이 파괴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식품을 완만 동결할 경우 얼음결정이 크게 형성되고 물리적으로 조직을 팽창하게

하여 내부의 기공 크기를 크게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Delgado and Sun, 2001; Lib and

Sun, 1999). -70℃로 동결 후 건조된 시료의 경우 초기 복원은 -20℃동결 후 건조에 비해 다소

낮았지만 20분 이후 비슷한 복원성을 보여 -20℃와 -70℃모두 동결건조 후 복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 및 초기복원성을 고려해 볼 때 -20℃동결 후 건조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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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7. Rehydration rate of freeze-dried cooked rice prepared by different concentrations of

baking powder (BP) at soa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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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8.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freeze-dried cooked rice prepared by different

concentrations of baking powder (BP) at soa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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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9. Rehydration rate of freeze-dried cooked rice prepared by different freeze-dry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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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

-10℃

Fig. 1-60.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freeze-dried cooked rice prepared by different

freeze-drying temperature.

병용처리(취사방법, baking powder,동결온도)에 따른 쌀밥의 복원성 평가

쌀을 0.3% baking powder 수침 액에 35분간 침지 시킨 후 이를 꺼내어 압력밥솥으로 취사

한 후 취반된 쌀밥을 -20℃동결 후 동결 건조시킨 쌀밥의 복원성 측정 결과를 Fig. 1-61에 나

타내었다. 병용처리 건조 쌀밥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복원성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EM 측정 결과(Fig. 1-62) 또한 쌀 조직내의 기공의 크기가 대조구에 비해 현저하게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쌀을 호화시킨 후 병용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동결 건조된 시료는 대

조구에 비해 기공의 망상구조가 매우 커져 이로 인해 복원성이 매우 향상되는 것으로 생각되

었다. 또한 병용처리 동결건조 쌀밥의 경우 복원 20분 만에 수분흡수 평형에 도달하였으며, 이

후 더 이상의 수분은 흡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량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이처럼 병용처리에 따라 수분흡수 양상이 다른 이유는 건조 쌀의 수분흡수 양상은 재

수화 온도와 시간에 영향을 받지만, 구조적 특성 영향이 크다고 한 보고(Kim and Jeon, 1996;

Marshall, 1992) 에서처럼 병용처리 방법이 건조 쌀밥의 구조를 팽창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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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1. Rehydration rate of freeze-dried cooked rice prepared by untreated and combined

treatment.

Untreated: Freeze-drying (-70℃)after electric cooked

Combined treatment: Freeze-drying (-20℃) after pressure cooked, baking powder (0.3%)

Untreated Combined treatment

Fig. 1-62.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freeze-dried cooked rice prepared by untreated and

combined treatment.

Untreated: Freeze-drying (-70℃) after electric cooked

Combined treatment: Freeze-drying (-20℃) after pressure cooked, baking powder (0.3%)

병용처리 방법에 따른 쌀밥의 기계적 경도 및 관능적 품질 평가

쌀을 0.3% baking powder 수침 액에 35분간 침지 시킨 후 이를 꺼내어 압력밥솥으로 취

사한 후 취반된 쌀밥을 -20℃동결 후 동결 건조시킨 쌀밥의 기계적 경도 측정 결과를 Table.

1-24에 나타내었다. Okabe는(1979)밥맛은 경도와 점착성의 비율이 중요하며 점착성과 경도의

비(stickiness/hardness: S/H)가 0.15~2.0일 때 쌀밥의 sensory balance가 가장 좋다고 보고하

였다. 또한 S/H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식미가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1995)에

서도 S/H가 적절한 균형을 이룰 때 식미가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고 쌀의 식미는 S/H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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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으며 기본적으로 경도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건조 후 복원

시킨 쌀밥의 S/H를 취반된 쌀밥(대조구)의 S/H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실험구 모두 대조구

에 비해 경도, 점착성, S/H가 각각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병용처리구의 경우가

비처리 구에 비해 S/H의 비율이 0.106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병용처리 쌀밥의

sensory balance가 비처리 구에 비해 좋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건조쌀밥의 sensory

balance가 대조구에 비해 낮게 나타난 것은 쌀밥을 동결 건조 후 복원하는 과정 중 필연적

으로 나타나는 노화 및 이력현상 등의 영향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쌀을 0.3% baking

powder 수침 액에 35분간 침지 시킨 후 이를 꺼내어 압력밥솥으로 취사한 후 취반된 쌀밥

을 -20℃동결 후 동결 건조시킨 쌀밥의 관능적 품질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1-25에 나타내

었다. 씹힘성(chewiness)의 경우 비처리 구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대조구에 비해 유

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p<0.05). 또한 기계적 경도 측정 결과와 관능평가 결과를 연관

지어 설명하기에는 명확하지 못하였다. 한편 종합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경우 병

용처리 군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그 차이는 크지 못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병용처리 동결건조 쌀밥이 복원성도 우수하고 관능적 품질 또한 비처리군에 비해 향

상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24. Textural properties of freeze-dried cooked rice after rehydration for 30 min at 70℃

Control1 Untreated Combined treatment

Hardness 301.8±41.7a 134.0±17.1b 121.6±15.2b

Stickiness 44.3±13.0a 9.8±2.9c 12.9±1.5b

S/H 0.147±0.08a 0.073±0.03c 0.106±0.05b

Table 1-25. Sensory characteristics of freeze-dried cooked rice after rehydration for 30 min at

70℃

Control1 Untreated Combined treatment

Chewiness 6.1±0.4a 4.8±0.5b 5.2±0.3c

Flavor 6.1±0.3a 5.0±0.2b 5.1±0.5b

Overall
acceptability 6.3±0.3a 5.1±0.3b 5.5±0.2c

1Undried Cooked rice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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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 ± standard deviation (n=3)

A/H: Stickiness/Hardness

Untreated: Freeze-drying (-70℃) after electric cooked

Combined treatment: Freeze-drying (-20℃) after pressure cooked, baking powder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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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품질의 소스(불고기/덮밥) 개발을 위한 병용처리법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최근의 우리사회는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맛의 고급화로 미각의 지향과 간편성의 지향

이 국민에게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식품산업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핵가족

화에 따른 독신자의 증가 둘째, 여성의 사회참여에 따른 맞벌이 부부 증가 셋째, 생활의 풍

요로 레저인구증가 넷째, 고급화, 개식화 (個食化), 간편화 등 식소비패턴의 변화 다섯째,

CVS점 (24시간 편의점)확대에 따른 간편성 욕구증가 여섯째, 24시가 생활화에 따른 불규칙

한 식사개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서 점차 완전조

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우주, 심해, 사막, 극지,

고산 등 극한 환경에서도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가공기술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NASA 2003), 특히 국내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김치, 라면,

수정과 및 생식바 등과 같은 우주식품을 개발한 바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은 주로 레토르트 파우치 형태로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품공전에서 레토르트 식품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단층 플라스틱 필름이나

금속박 또는 이를 여러 층으로 접착하여 파우치와 기타 모양으로 성형한 용기에 제조, 가공

또는 조리한 식품을 충전하고 밀봉하여 가압/가열 멸균한 것으로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

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보존성이 높고 휴대와 운반이 용이하도록 인스턴트화한 것을 말한

다. 레토르트 가공방법은 완전 조리된 식품을 내열성 포장재질에 담아 고온고압조건 (12

1℃, 4분 이상)에서 살균함으로써 상업적 무균성을 부여한 식품 가공방법으로 식품을 상온

에서도 장시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Swienteck 1993).

이러한 즉석조리식품은 카레류, 짜장류, 하이스류, 수프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10～20

여 가지의 재료를 혼합하여 레토르트 살균과정을 거친 후, 소비자들에게 유통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즉석조리식품에도 다량의 미생물이 검출되어 위생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되고 있

다는 일부 연구가 보고되었다. Koo 등(1993)은 레토르트 파우치 카레를 제조한 다음 미생물

분석을 한 결과, 2.5 × 10
4

cell/g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다. Wonjcik-Stopczynska 등

(2002)은 유통 중인 8가지 종류의 인스턴트 수프의 미생물을 조사한 결과 Penicillium sp.,

Aspergillus sp., Alternaria sp., Cladosporium 등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한 (2004)은

소규모 식육점이나 식품가공업체에서 현재 불고기 양념장이나 양념에 버무려진 불고기를

판매하고 있으나, 신선한 야채나 간장 및 식육에 존재하는 다량의 병원성 세균이나 부패균

에 의한 오염으로 제품의 운송, 보관, 진열 등의 유통과정에서 안전성을 확실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덮밥 소스 제조 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장류에도 미

생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 고추장에는 발효과정에서 유래한 다양한 미생물

(Bacillus sp., Lactobacillus sp., Staphylococcus sp. 등)이 107-108 cells/g 내외로 분포하고 있어

제품 자체의 보존뿐만 아니라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커다란 제한요소가 된다고 보

고하였다(Kim et al. 2001). 선행연구로서 시판되고 있는 하이스류, 덮밥 소스류 10종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한 결과 8가지 제품에서 1.5 ～ 2.5 log CFU/g의 일반호기성미생물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즉석조리식품의 위생화를 위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살균기술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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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21세기 식품 가공처리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은 미래 식량자원 확

보와 인류를 기아와 식인성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은 물론 화학약품으로 인한 환

경공해와 해로운 보존제의 사용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위생화 기

술로 현재 식품관련 산업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식품

의 방사선 조사는 식중독의 원인인 위해미생물의 사멸하고 식품의 저장성 연장을 위한 최

적의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US 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1999년 12월 식품유래 위해 미생물의 사멸과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

한 식육의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농무성(USD, U.S. Department of

Agriculture)도 2000년 2월 식육제품의 방사선 처리를 전면 허용하고 모든 시중 슈퍼마켓에

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현재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7, 1988, 1991 및 1995년에

4차례에 걸쳐 총 18개 품목의 식품조사가 허가되었으며 기존품목을 확대하여 복합조미식품

류를 비롯한 7개 품목이 2004년 5월 추가로 허가되었다(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4). 또한 적절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 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제어한다고 보고되었다(Byun 1997). 그리고

방사선 조사한 식품의 건전성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

자력기구(IAEA)와 국제기관 및 학술단체 등에서 식품의 보존 및 위생화 수단으로 안전성을

공인하였다(FAO/IAEA/WHO study grou,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한 환경에서 취식이 가능하도록 안전성 및 기호성이 확보된 덮

밥 소스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화닭 덮밥소스의 위생화를 위해 감

마선 조사 기술을 적용하여 품질평가를 진행하고 레토르트 살균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자 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화닭 덮밥 소스는 (주)시아스 (충남 청원,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소스의 재료 및 제조방법은 Table 1-26에 제시하였다. 제시된 원료를 1차 혼합 후 85℃에서

10분간 가열 과정을 거친 후 포장 (PET/nylon/cast polypropylene, 110 mm × 160 mm)을

한 다음 에어스팀식 고온고압 조리살균 장치 (STERI-ACE, Kyounghan Co., Korea)를 이용하

여 레토르트 살균 (120℃, 20분)을 한 후 냉각하였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Jeongeup, Korea) 내 선원 11.1 PBq,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5 및 10 kGy의총흡수선량을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

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후사용

하였으며,총흡수선량의오차는 2% 이내였다. 시료는실험시작 전까지 4℃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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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학적 평가

- 미생물 오염도 평가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한 덮밥 소스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 1 g에

멸균된 식염수 (0.85%, NaCl) 9 mL를 첨가한 다음 혼합하여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

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및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0℃에서 48 및 120 시

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Table 1-26. Formulation for manufacturing steamed rice with chicken.

Materials Contents (g)

Chicken breast 27.00

Carrot 10.00

Onion 10.00

Red pepper powder 1.50

Wheat-gluten of malt .00

Garlic 0.80

Apple puree 2.10

Refined sugar 2.50

Rice wine 0.80

Sweetening agent 0.80

Vegetable mix 0.50

Corn oil 1.60

Concentration agent of chicken 1.00

Ginger 0.25

L-monosodium glutamate 0.60

PA starch 2.00

Black pepper powder 0.15

NaCl 1.00

Garlic powder 0.10

Onion powder 0.10

Paprika agent 0.15

Kochujang 4.00

Water 24.05

Total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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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염 미생물 동정

▪ 균주의 분리 및 DNA 추출

덮밥소스 내 미생물의 분리를 위하여 PCA 배지를 사용하였다. 향신료를 멸균 식염수에

희석하여 PCA에 접종한 다음 30℃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를 취하여 순수 분

리하였다. 이를 수거하여 Genomic DNA kit (invitrogen, USA)를 이용하여 PCR에 사용될

Template DNA를 추출하였다.

▪PCR primer

원료 향신료 오염 미생물의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 2종의 PCR primer를 이용하여 실험

하였다. 목적 염기서열로는 16S rDNA를 선정하였다. 16S rDNA PCR 분석은primer로 5′

-CCC GCA TCT CTG CAG GAT TCT C-3′과 5′-CTA ATA CCG CAT AAC GTC

TAC G-3′을 사용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 (PCR)

중합효소연쇄반응 용액은 총 20 μL이며 증류수 19.2 μL, Template DNA 0.5 μL(100 ng/

μL)와 각각의 primer는 0.3 μL (20 pmol)를 취하여 premix (Bioneer, Korea)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수행 조건은 PC-808 (ASTEC, Fukuoka, Japan)을 사용하여

denaturation은 94℃에서 30초, annealing은 50℃에서 30초, extension은 72℃에서 1분씩 총

30회를 반복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72℃에서 3분간 last extension을 실시하였다.

▪Agarose gel 전기영동에 의한 증폭산물의 확인

PCR 증폭산물의 확인을 위하여 1.2%(w/v)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장치

(Advance, Japan)로 분석하였다. Agarose 1.2 g과 1X TBE (tris boric acid EDTA) 완충용액

100 mL을 섞어 1.2% gel을 만든 후 PCR 산물 2 μL에 10X bromophenol blue (BPB) dye

0.5 μL를 섞어서 gel에 loading하고 100V에서 40분 전기영동 시켰다. Size marker로는 1000

bp DNA ladder (TAKARA, Japan)를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은 SYBR으로 염

색하였으며 증폭된 DNA는 Gel image analyser(Bio-rad, USA)로 관찰하였다. 증폭된 PCR

product는 PCR purific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정제하였으며, 증폭

된 DNA는 SolGent 사 (Daejeon, Korea)에 sequencing을 의뢰하였다.

▪염기서열 분석

확보된 염기서열은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 9)와 Ribosomal Database Project II tool (RDP, 10)에 등록

되어 있는 database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

- 감마선 감수성 측정

▪멸균 및 균주 접종

병원성 미생물의 감마선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덮밥소스를 멸균시킨 후 미생물을 접

종하였다. 덮밥소스는 각각 10 g씩 PE nylon bag에 넣은 다음 함기포장한 후 40 kGy 선량

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멸균하였다. 시험 균주로는 향신료 내 오염 미생물 동정 결과 중 대

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인 Bacillus cereus (KCTC 1012) 및 Bacillus subtilis (KCTC 1022)를 이

용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종류의 병원성 미생물들은 이들이 접종된 tryptic soy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서 1백금이를 취해 같은 tryptic 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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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th(Difco, USA) 10 mL에 접종하여 24시간 배양시킨 배양액 0.1 mL를 취해 새로운 배지

10 mL에 접종하여 18시간 동안 2차 배양한 후 그 배양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주 접종

시 배양배지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2차 배양액을 원심분리 (698.75 g, 15 min)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여 0.85% 멸균식염수로 세척하였다. 세척은 2회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2균주의 초기농도는 107-108 CFU/mL 수준이 되도록 하였으며 균주를 멸균된 향신료에

2%(v/w)농도로 접종하였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Jeongeup, Korea) 내 선원 11.1 PBq,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0.5, 1, 1.5, 2, 2.5, 3, 3.5, 4, 4.5 및 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후사용하였으며,총흡

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미생물 분석

접종 후 조사한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 (0.85%, NaCl) 90 mL를 첨가한 다음 혼합하

여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ryptic soy agar (Difco)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

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7℃에서 48 시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덮밥소스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는 Ames test (Ames et al. 1975; Maron and Ames

1983)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전자

형 확인을 위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대한 민감도 (uvrB 돌연변이), rfa 돌연변이의

유지여부 및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또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전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 (Boone, NC, USA)

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 센터에서 계대 배양 중인 것을 시

험에 사용하였다. 유전형질이 확인된 균주는 nutrient broth No. 2 (Oxoid Ltd., Hampshire,

England, UK)에 접종하여 37℃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 (Vision Scientific

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대사활성을 위한 간 균질액 (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 (Tokyo, Japan)에서 구

입하였으며, 5% (v/v)의 S9 mixture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9 mixture는 0.5 mL/plate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성은 2-aminoanthracene (2-AA, Sigma, St Louis MO, US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였다. 음성대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조제에 사용한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양

성대조물질로는 4-nitroquinoline-1-oxide (4-NQO), sodium azide (SA) 및 2-AA를 Sigma사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대사활성계 적용 (+S)

및 미적용 (-S)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으로 하였으며, 각 농도군당 2개 plate를

사용하였다. 시험물질 0.1 mL과 S9 mixture (또는 멸균증류수) 0.5 mL에 배양액 0.1 mL을

top agar에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시험 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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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발성의 판정은 복귀변이 집락수가 용매 대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였다.

▪SOS chromotest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Escherichia coli GC4436으로부터 유래된 E. coli PQ37로써 균주는

30% glycerol과 LB broth에서 하룻밤 배양한 균액을 1:1로 혼합하여 -20℃에 보관하였다. 사

용균주는 6개월마다 새로 준비하였으며 그때마다 uvrA mutation, rfa mutation과 PHOc

gene의 constitutivity 및 sftA::lacZ fusion의 inducibility를 검사하였다.

Frame shift mutation과 point mutation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Quillardet와 Hofnung

의 방법 (1985)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냉동 보관된 PQ37균액 50 μl를 12 ml Luria-Bertani

(LB) medium (peptone 4 g, yeast extract 2 g 및 sodium chloride 4 g을 증류수 400 ml에

용해)에 접종하고 37℃에서 배양하면서 600 nm에서의 흡광도 측정치가 1.0에 이를 때까지 2

시간 정도 진탕 배양하였다. 얻어진 균액을 LB medium에 1/4로 희석하여 각 농도별로 준

비된 시료 20 μl와 돌연변이원인 Mitomycin C (Sigma 사)를 30 μl 혼합하여 90분간 37℃에

서 배양하여 SOS 반응을 유도한 후 한쪽에는 β-galactosidase 의 활성 측정을 위하여

B-buffer 1.8 ml을 첨가하여 37℃에서 5분간 배양한 다음 o-nitrophynyl-β

-D-galactopyranoside (ONPG) 400 μl을 첨가하였고, 다른 쪽에는 alkaline phosphate의 활성

측정을 위해 P-buffer 1.8 ml을 첨가하여 37℃에서 5분간 배양한 후 P-nitrophenyl

phosphate disodium (PNPP) 400 μl를 첨가하였다. 그 다음 37℃에서 30분간 발색한 후 β

-galactosidase는 1.5 M Na2CO3 1.6 ml로 alkaline phosphate는 2.5 N HCl 0.8 ml 및 2 M

Tris 0.8 ml로서 효소에 의한 발색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분광광도계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수치를 이용하여

enzyme unit으로 나타낸 후 R-factor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유도지수 (IF = Induction

Factor)로 나타냈다. 측정식은 다음과 같다.

R-factor =

β-galactosidase unit

alkalinephosphatase unit

Induction Factor =
실험군의 R-factor

대조군의 R-factor

Enzyme unit =
1000 × O.D. at 420 nm

Reaction time (30 min)

관능적 특성 평가

-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훈련된 10명의 관능요원에 의해 7점 기호척도법으로 실

시하였다. 약 50 g의 요구르트를 각 처리구별로 3자리수의 번호를 기입하였으며, 관능검사

의 채점은 색, 향, 냄새 및 종합적기호도의 경우“매우 나쁘다”를 1점, “매우 좋다”를 7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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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취의 경우 “전혀 없다”를 1점, “매우 강하다”를 7점으로 하여 평가하였다.

- 향기분석

휘발성 향기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multi-purpose sampler와 purge & trap

concentrator (Gerstel Inc. USA)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한 SPME fiber는

SPME fiber assortment kit (Supelco, Bellefonte, PA, USA)를 이용하여 분리능이 가장 좋

은 CarboxenTM/PDMS StableFlexTM (Supelco)을 사용하였다. 시료 5 g을 vial에 담은 후 3

5℃에서 250 rpm으로 5분간 농축한 다음, fiber를 주입하여 5분간 흡착한 다음 분석하였다.

향신료에서 추출한 향기성분은 GC-MS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기는 Agilent 사

의 GC (Agilent GC 6890, Palo Alto, CA)에 연결된 MSD (Agilent MSD 5975B)를 사용하

였다.

분석 컬럼으로 HP-5MS capillary (30 m × 0.25 mm × 0.25 μm, Hewlett-Packard,

Wilmington, Delaware)를 사용하였고, 컬럼 온도는 35℃에서 7분간 유지하고 이어서 18

0℃까지 분당 5℃ 승온한 다음, 250℃까지 분당 10℃ 승온하여 5분간 유지하였다. 주입구

의 온도는 250℃로 유지하였다. 운반기체는 헬륨가스 (1 mL/min)를 사용하였고 split

mode (split ratio = 10 : 1)로 분석하였다. MS souce, MS quad 및 Aux-2 temperature는

각각 230, 150 및 280℃였다.

저장성 평가

- 시료의 저장 조건

덮밥 소스의 저장성 평가를 위해 레토르트 살균 및 감마선 조사 처리 후 35℃에서 0, 3,

6, 9, 12일 동안 저장하면서 품질 평가를 하였다.

- 미생물 오염도 평가

덮밥 소스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 1 g에 멸균된 식염수 (0.85%, NaCl)

9 mL를 첨가한 다음 혼합하여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및 potato dextrose agar(Difco)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0℃에서 48 및 120 시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 품질평가

▪색도

덮밥 소스의 색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Illuminant D65 10°

광원을 사용하였다. 기계는 측정 전 표준흑판과 표준백판을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Hunter color L* (명도, lightness), a* (적색도, redness) 및 b* (황색도, yellowness)을 측정

하였다. 측정된 값은 Spectra Magic Software (version 2.11, Minolta Cyber Chrom Inc.,

Osaka, Japan)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pH

감마선 조사에 의한 덮밥소스의 pH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시료 5 g에 증류수 15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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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한 후 균질화 하여 pH meter(Mettler-Toledo, GmbH, Schwerzenba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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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한 덮밥소스의 지질산패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 5 g을 15 mL 증류수와 함

께 균질기 (DIAX 900, Heidoph Co. Ltd., Germany)를 사용하여 균질화 한 후 1 mL 을 취

하여 20 mM thiobarbituric acid(TBA) in 15% trichloroacetic acid(TCA) 용액 3 mL과 50 μ

L BHA (7.2% butylated hydroxyanisole in ethanol)를 혼합한 다음 90℃ 수조에서 15 분간

가열하고 얼음물에서 10 분간 냉각하였다. 반응용액을 원심분리기 (VS-5500, 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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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등액을 분광광도계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측

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를 기준으로 표준곡선에 따라 TBARS 값을 mg

malondialdehyde/kg sample로 계산하였다.

▪휘발성 염기태질소 (Volatile Basic Nitrogen : VBN)

휘발성 염기태질소의 함량은 Conway 미량확산법으로 측정하였다 (AOAC, 1985). 즉, 시

료 10 g을 취하여 증류수 약 30 mL를 가한 후 homogenizer (Diax 900, Heidolph,

Germany)를 이용하여 2분간 마쇄하고 정용한 후 여과하였다. 여액 1 mL를 conway 수기

외실에 넣고 내실에 0.01 N H3BO3 1 mL와 1 mL를 넣고, 50% K2CO3 1 mL를 빠르게 외

실에 주입하고 밀폐한 다음 조심스럽게 흔들어 주고 37℃에서 120분간 정치하였다. 정치가

끝난 수기는 0.02 N의 H2SO4 용액으로 적정하여 VBN가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 (1997)에서 프로그

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중위검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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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미생물학적 평가

- 미생물 오염도 평가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화닭 덮밥 소스의 미생물 살균 효과를 Table 1-27에 제

시하였다. 비조사군 처리의 소스는 일반호기성 미생물, 효모 및 곰팡이가 각각 4.52±0.09

Log CFU/g, 4.31±0.05 Log CFU/g이 검출되었다. 그러나 레토르트 처리 시 일반호기성 미

생물은 2.05±0.12 Log CFU/g이 검출되었으나 효모 및 곰팡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3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처리 시 모든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닭

덮밥 소스의 주재료인 계육 및 고추장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면 시료 내 오염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사멸하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Lee et al. 1999; Kim et al. 2001). 또한

레토르트 살균보다는 감마선 조사 처리가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살균한 것으로 나타났다.

레토르트 처리 시 살균 시간에 따라 미생물의 수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Koo et

al. 1993), 본 연구에서 실험한 화닭 덮밥 소스는 레토르트 살균 과정 시 공장 주변 환경으

로부터 오염이 된 것이라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화닭 덮밥 소스의 위생

화를 위해 레토르트 살균 보다는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감마선 조사 처리가 효과적이

라고 판단된다.

Table 1-27. Microbial contamination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molds

Retort 2.05±0.121) ND2)

Non-irradiated 4.52±0.09 4.31±0.05

1 2.11±0.05 2.03±0.12

3 ND ND

5 ND ND

10 ND ND

1)Means±standard deviation (n = 3).
2)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
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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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Microorganisms

Retort Bacillus subtilis

First heating
Bacillus amyloliquefaciens

Bacillus pumilus

- 오염 미생물 동정

레토르트 처리 군 및 1차 가열 살균한 화닭 덮밥 소스에 오염된 미생물의 동정을 위하

여, 미생물로부터 확보한 PCR product는 정제한 후 염기서열의 확인을 통해 세균 동정과

함께 덮밥 소스 내 오염 미생물의 군집을 조사하였다. 이때 확인된 염기서열은 NCBI의

Blast search를 통하여 유사도가 높은 gene을 검색한 결과를 Table 1-28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 모든 처리 군에서 Bacillus sp.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레토르트 처리군에

서 B. subtilis가 검출되었다. 덮밥 소스의 원료인 고추장에서 Bacillus sp.이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는 여러 차례 발표된 바 있다 (Kim et al. 2001; Lee et al. 1996). 또 다른 주 원료

인 계육에는 Bacillus를 비롯한 Listeria monocytogenes, Salmonella sp. 및 Escherichia coli

O157:H7 등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 오염이 문제시 되고 있다 (WHO 1981; Lee et al. 1999).

Bacillus는 그람 양성 균주로서 세포벽이 다른 세균에 비해 두껍고, 내열성 및 내약품성이

커서 살균이 어렵다 (Kim et al. 2001). 우주 및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 미생물학적 안

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 및 수화 후 잘못된 보관으로 인한

Bacillus와 같은 미생물 생육으로 인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Park et al. 2007).

따라서 덮밥소스를 극한 환경에서도 취식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안전성이 확보된 멸균 기

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감마선 감수성 측정

덮밥소스에서 동정된 미생물을 토대로 식품에서 가장 많이 검출되는 Bacillus cereus 및 B.

subtilis를 덮밥소스에 접종한 후 방사선 감수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덮밥소스에 두 균주를

접종한 후 0～5 kGy까지 0.5 kGy 단위로 조사하여 실험한 결과를 Table 1-29에 제시하였

다. B. cereus를 덮밥 소스에 접종하였을 때, 5.81±0.04 Log CFU/g로 나타났으며 1.5 kGy로

조사하였을 때 3.43±0.07 Log CFU/g으로 감소하였다. B. subtilis의 경우, 5.65±0.09 Log

CFU/g에서 1 kGy로 조사하였을 때 3.49±0.09 Log CFU/g으로 감소하였다. Gu 등(1995)은

국내에서 시판되는 쇠고기의 Listera spp.에 대한 연구에서 국내 시판되는 쇠고기의 Listeria

spp.의 검출율은 외국의 검출율에 비해 크게 높은 편이고, 독성이 있는 L. monocytogenus,

L. ivanovii, L. seeligeri의 검출율은 외국과 거의 비슷한 검출율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Aziz 등(2002)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우육, 분쇄우육 및 beef burger에 대한 B. subtilis를 조

사한 결과 각각 4.9×104, 2.1×106 및 4.3×106이 검출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및 마이크로 웨이

브에 노출시켜 균수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5.0 kGy로 감마선 조사했을 경우 균수는 2～3

log cycle정도가 감소하였고, 감마선 5.0 kGy와 20 sec 마이크로 웨이브를 병용할 경우 미

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Table 1-28. Identification of contaminate microorganisms in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using PCR method - 16S r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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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0 5.81±0.041) 5.65±0.09

0.5 4.58±0.04 4.52±0.15

1 3.62±0.04 3.49±0.09

1.5 3.43±0.07 ND

2 ND2) ND

3 ND ND

4 ND ND

5 ND ND

Microorganisms D10-value (kGy)

Bacillus cereus 0.39±0.151)

Bacillus subtilis 0.28±0.07

Table 1-29.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Bacillus cereus and Bacillus subtilis in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g.
2) Means±standard deviation (n = 3).

앞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덮밥소스에 오염된 B. cereus 및 B. subtilis의 감마선 감수성을

측정하였다 (Table 1-30). B. cereus및 B. subtilis는 각각 0.39 및 0.28 kGy로 나타나, B.

cereus가 감마선에 대한 내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hayer 등(1995)은 멸균된 닭고기에

S. Typhimurium을 접종한 후 감마선 조사한 결과 3 kGy로 조사했을 경우 6 log cycle의

증식억제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Yook 등(1998)은 우육에 오염시킨 병원세균의 방사선

감수성은 E. coli, S. Typhimurium, Vibrio parahaemolyticus, S. aureus 및 L. monocytogenes는

각각 0.32, 0.54, 0.61, 0.44 및 0.37 kGy을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1998)은 B. cereus

및 B. subtilis의 D10 values는 0.63 및 0.59 kGy라고 보고하였으며, Thayer 등(1994)은 B.

cereus의 endospore에 대한 D10 값은 소고기에서 2.78 kGy, 칠면조에서 1.90 kGy 및 돼지고

기에서 2.78 kGy를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Table 1-30. D10-value (kGy) of the different pathogens inoculated into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1) Means±standard deviatio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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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Retort
1,250 23±2 30±3 299±30 310±59
2,500 21±2 29±8 273±11 276±6
5,000 19±4 22±4 310±14 340±28

0
1,250 22±1 30±2 288±13 265±5
2,500 26±5 28±8 263±3 285±7
5,000 24±3 26±2 301±1 343±25

20
1,250 23±4 35±6 289±16 267±19
2,500 26±1 35±3 290±14 276±7
5,000 27±1 29±2 302±6 268±16

Negative
control

H2O 31±3 39±6 278±1 281±2

Positive
control

4-NQO 0.5 748±53
2-AA 2 1808±215

SA 0.5 555±18
2-AA 2 1338±116

-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Ames test

Ames test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 strain에서 유래한 히스티딘 요구성 돌연변이주

를 이용하여 간단히 복귀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TA100은 base pair

substitution mutaion을 TA98은 frameshift mutation을 검출하기 위해 만든 균주이다

(Ames et al. 1975). 이 시험법은 발암성 물질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어 일본의 경

우, 노동성의 노동안전위생법 또는 후생성․통산성의 화심법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 감마

선 및 전자선 조사한 향신료를 첨가하였을 때 S. typhimurium TA98와 TA100에 대한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1-31에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두 균주의 생

균수는 1.8 × 109/ml 수준이었으며, 예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5,000 ㎍/plate를 최

고농도로 설정하여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대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적용 농도인 1,250～5,000 ㎍/plate의 범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사활성계

(S-9 mixture)를 도입하였을 때 시험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

험 결과에서 시험한 모든 검체는 적용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간의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각각의 향신료에 대한 시험적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

로 보아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전독성학적 변이원성 시험에서 감귤 정유 (Kim et al. 2005) 및 김밥 (Lee et al.

2005)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결과 일치하였다.

Table 1-31. Revertant colonies in the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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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S chromotest

SOS chromotest에 사용되는 E. coli PQ37은 uvrA 돌연변이와 rfa 돌연변이로 되어 있어

돌연변이원이 균주내로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어 SOS 반응이 증폭되어 sifA의 발현이 일어

나면 β-galactosidase의 활성으로 발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발색수준을 흡광도로 측정

하여 유도지수로 환산하여 돌연변이 유발능을 알아볼 수 있다(Rueff et al. 1986). SOS

chromotest는 비록 식품 내 일부 당 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흡광도를 측정

하여 판정하므로 객관성이 유지되며, DNA 손상을 주는 유전독성물질의 검색에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Ames test에서 밝혀진 돌연변이물질의 약 90%가 SOS 유발물질이었으

며 이 두 방법간에 정량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Quillardet et al. 1982). 감마

선 조사한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을 첨가하였을 때 E. coli PQ37에 대한

돌연변이원성을 조사한 결과를 Fig. 1-63에 제시하였다. 시험적용농도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5,000 mg/assay를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시험적용농도에서 덮밥

소스에 대한 유도지수 수치는 1.38～1.52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도지수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돌연변이원인 mitomycin C (0.01 mg/ml)의

유도지수가 4.48 나타난 것을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되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한 닭고기 (Kwak et al. 2001) 및 장류 (Yook et al. 2000) 등이

SOS chromotest에 의한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에서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는 결과와 일

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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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3. Genotoxicity of gamma-irradiated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in E. coli PQ37.

The mitomycin C concentration is 0.01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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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Color Od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Irradiation

odor

Retort 5.30a 6.20a 6.50a 5.80a 6.00a 1.60e

0 5.10b 5.40c 5.30c 5.00c 5.60c 1.40f

1 4.90c 5.80b 5.50b 5.30b 5.80b 2.60d

3 4.90c 4.20d 5.60b 5.70a 5.80b 3.00c

5 4.70c 4.00e 4.20d 5.10c 5.00d 4.60b

10 4.60c 3.80f 4.00e 4.80d 4.90d 5.00a

SEM1) 0.15 0.17 0.05 0.07 0.12 0.15

- 관능적 특성 평가

▪관능평가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한 화닭 덮밥 소스의 관능적 특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훈련된

패널 요원 10명을 대상으로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Table 1-32). 색 및 향미의 경우,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im 등(2001)은 덮밥 소스의 주

원료인 고추장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Maillard 반응, 산화, 효소 작용 등과 같은 화학적 반

응에 의해 색의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감마선 조사는 식품 내 향기성분의

변화를 일으키며 이로 인해 풍미에 대한 기호도가 떨어질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Sommers et al. 2004). 맛, 조직감 및 전체적인 기호도의 경우 3 kGy 조사선량 처

리 시 레토르트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5 kGy 이상의 조사 처리 시엔 이미 및 이취가

발생하여 기호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한 이취 및 이미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의 작용으로 화닭 덮밥 소스 내 단백질 및 지방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Lee et al. 2005). Kim 등(2008)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김치의 색

및 향의 기호도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파프리카 색소와 김치향을 첨가하여 제조

하여 관능적 특성이 개선되고 안전성이 확보된 김치의 제조방법을 확립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따라서, 3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 처리는 레토르트 살균 방법과 비교하였을 때 관

능적인 특성이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후 감마선 조사로 인하여 발생

되는 탈색 및 이취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천연 향 및 색소를 첨가하는 방안이 효과적이

라고 사료된다.

Table 1-32. Sensory scores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1)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10).
a-f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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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분석

현재 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능검사, 전자코, GC-O 및 GC-MSD 분석법 등이 사

용되고 있으나, 관능검사는 훈련이 잘 된 관능검사 패널 요원이 필요하고 기호도 차이, 표

현 방법의 차이 등에 의해 재현성 있는 결과를 얻기 힘들다. 전자코는 일종의 화학적 센서

를 내장한 것으로 시료의 휘발성 물질과 반응하여 특징적 반응을 나타내어 향기 패턴을 보

여주는 방법으로 향 성분의 정확한 동정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다 (Noh et al. 1998). 사람

의 관능검사와 GC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GC-O 방법의 경우, 실제적으로 어떤 성분이 그

물질의 지배적인 향인지는 알 수 없다. GC-MSD에 의한 분석법은 향에 관여하는 여러 성

분의 종류와 농도를 밝힐 수 있는 물리적으로 의미 있는 절대값을 재현성 있게 얻을 수 있

다(Lee et al. 2000). 시료 내 휘발성 성분을 추출하는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 solid phase

micro-extraction(SPME)법과 headspace법이 있다(Baranauskien et al. 2005). SPME법은 유기

용매를 사용하지 않고 적은 양의 시료로도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 headspace 법을 대신

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Sarrazin et al. 2000).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 처리에 의한 화닭 덮밥 소스의 기체 크로마토그램을 Fig. 1-64

에 제시하였고, 휘발성 향기성분 동정 결과를 Table 1-33에 나타냈다. 실험결과 limonene을

비롯한 총 21종의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Limonene 및 trans-caryophyllene 화합물은 조사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delta-3-carene의 경우는 조사에

의해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1-propanethiol,

heptyl-2-ketone, 1-beta-pinene, Nonan-2-one, 1,4-cyclohexadiene, Cyclohexene 및

2-vinyl-1,3-dithiane 화합물이 생성된 반면 2-methyl-butanal, methylfulvene 및

2-furanmethanol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Brewer (2009)의 연구결과

에 따르면 육제품에 감마선 조사를 하게 되면 1,4-cyclohexadiene, cyclohexene화합물이 조

사에 의해 생성된다고 발표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Houser 등

(2005)은 햄과 같은 즉석 조리 식품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게 되면 dimethyl disulfide의

함량이 증가하게 되어 조사취가 발생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수산물 및 축산물의 급속한 신선도 저하로 인해 발생

되는 aldehyde류의 휘발성 성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10 kGy 감마선 조사로 인해 간

장에서 aldehyde류가 검출되었다는 연구결과와 상반되었다(Kim et al. 2004). 그러나 일부

heterocyclic화합물이 검출되었는데 이 화합물은 가열하는 동안 Mailard 반응에 의해 형성

되며, 가열식품에는 많이 검출되는 대표적인 화합물로 알려져 있다(Maga and Sizer 1973;

Cha et al. 1992). 그리고 Shibamato 등(1976)은 모델실험을 통하여 pyrazine류와 같은

heterocyclic 화합물의 생성은 반응온도와 함께 상대적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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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4. GC chromatogram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a) retort, (b) 0 kGy, (c) 1 kGy, (d) 3 kGy, (e) 5 kGy, (f) 10 kGy.

(a) (b)

(c) (d)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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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Irradiation dose (kGy)

Retort 0 1 3 5 10 SEM1)

Acetic acid,

ethylester
2.13c 2.20b 3.31a 2.18b 1.86d 1.69d 1.02

1-propanethiol -2) 1.68a 1.56b 1.08d 1.38c 1.28d 0.58

Urea 2.08a - - - 1.89b 1.85b 0.35

2-methyl-butanal 5.43a - - - - - 0.23

Methylfulvene 2.02a - - - - - 0.17

1-propene 3.46a - - 0.91c 1.97b 1.82bc 1.23

2-furanmethanol 4.17a - - - - - 0.54

p-xylene 8.12a 1.84c 1.95bc 1.93bc 2.05b 1.90c 1.32

Heptyl-2-ketone - 1.52a 1.47ab 1.24c 1.31b 1.44ab 0.77

1-beta-pinene - 2.66a 2.70a 2.25c 2.66a 2.55b 0.34

Nonan-2-one - 2.25c 2.30b 2.74a 2.04d 2.35b 0.26

Alpha-phellandrene 2.91b 2.67c 3.09a 3.28a 2.23e 2.40d 0.77

Delta-3-carene 19.18d 23.05a 22.49b 20.63cd 22.86b 21.06c 2.01

1-methyl-3-[1-metyle

thyl-benzene]
1.93d 2.58b 2.47c 2.27c 2.66b 3.54a 1.78

Limonene 24.64
e

35.85
b

34.67
c

37.11
a

33.67
d

34.26
c

2.79

1,4-cyclohexadiene - 2.71a 2.66ab 1.91c 2.68ab 4.32b 3.12

Diallyl disulphide 2.46
b

2.46
b

2.46
b

2.77
a

1.96
c

2.02
c

0.89

Cyclohexene - 1.02c 0.99c 1.19b 1.10b 1.30a 0.28

2-vinyl-1,3-dithiane - - - 0.57a - - 0.11

Disulfide 5.69c 7.96c 8.79a 8.74a 8.06b 1.30d 3.21

Trans-caryophyllene 15.78a 9.56b 9.09c 9.23c 9.64b 7.98d 2.98

Table 1-33.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unit : %)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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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Retort 2.41±0.091) 2.62±0.07 3.05±0.04 3.93±0.05 4.09±0.05

0 4.82±0.07 4.98±0.05 5.06±0.04 5.27±0.03 5.50±0.10

1 2.46±0.05 2.75±0.06 4.21±0.03 4.92±0.06 5.28±0.21

3 ND2) ND 2.81±0.05 3.07±0.14 4.94±0.05

5 ND ND ND ND 2.59±0.16

10 ND ND ND ND ND

저장성 평가

- 미생물 분석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한 화닭 덮밥 소스를 30℃에서 12일간 가속저장 시험을 하였을

때 일반호기성 미생물과 효모 및 곰팡이의 생육 변화를 각각 Table 1-34 및 35에 나타내었

다.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경우 레토르트 처리 시 2.41±0.09 Log CFU/g이 검출되었고, 비

조사군의 경우 4.82±0.07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 호

기성 미생물이 감소하였고, 3 kGy 이상에서는 미생물 생육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수의 회복으로 인해 일반 호기성 미생물이 증가하였고, 이러한

경향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억제되었다. 효모 및 곰팡이의 수 역시 일반호기성 미생물

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10 kGy 조사 처리군에서는 저장 12일째까지 어떠한 미생물

의 생육도 관찰되지 않았다.

가공 식품의 초기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식품의 위생성, 안전성 및 저장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식품의 저장 초기에 총균수가 많으면 부패 변질에 도달하는 시간

이 짧아지므로 저장 초기에 총균수가 적을수록 저장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다 . 사막이

나 우주 환경과 같은 식품 저장 조건에서의 극한 환경은 제품의 변질에 최적 조건을 부여

하기 때문에 3년 이상의 장기간 저장을 위해서는 완전 멸균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Heidelbaugh 1996). 따라서, 화닭 덮밥 소스의 위생화 및 장기 저장을 위해 레토르트 살균

보다는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감마선 조사 처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Table 1-34.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s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unit : Log CFU/g)

1)Means±standard deviation (n = 3).
2)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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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Retort ND ND 2.65±0.11 3.14±0.05 3.51±0.10

0 3.87±0.081) 3.98±0.02 3.97±0.05 4.26±0.06 4.38±0.05

1 2.32±0.05 2.66±0.10 2.92±0.04 3.06±0.04 3.51±0.03

3 ND2) ND ND 2.40±0.04 3.03±0.05

5 ND ND ND ND 2.44±0.10

10 ND ND ND ND ND

Table 1-35. Yeast and molds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unit : Log CFU/g)

1)Means±standard deviation (n = 3).
2)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g.

- 색도 측정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화닭 덮밥 소스의 색도 측정 결과를 Table 1-36에 제시

하였다. 측정결과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값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kGy 조사 처리군과 레토르트 처리군과 비교하여 볼 때, 유의적인 색도 변화의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 고추장분말의 명도값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Kwon et al. 2000). Song 등(2004)은 감

마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명도 증가는 5 kGy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다가 10 kGy 이상의

선량부터 급격히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김치 특유의 적색이

감소되는 현상(Kim et al. 2008)과 녹차 추출물의 색택이 감소되는 현상 (Jo et al. 2003)은

라디칼 반응에 의한 산화작용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하여 볼 때, 3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 처리는 화닭 덮밥 소스의 색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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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L

Retort 35.15b 35.04b 35.09b 36.01b 35.88b

0 35.83b 35.72b 35.93b 35.51b 35.55b

1 37.29b 37.18b 37.31b 36.99b 37.01b

3 35.32b 35.17b 35.29b 35.09b 35.27b

5 38.92ab 38.78ab 38.64ab 38.11ab 38.88ab

10 41.09a 40.91a 41.17a 41.24a 41.17a

SEM1) 1.66 1.71 1.75 1.78 1.66

a

Retort 14.90c 14.88c 14.95c 14.92c 14.77c

0 16.07bc 16.17bc 16.15bc 16.09bc 15.99bc

1 20.86ab 20.86ab 20.86ab 20.86ab 20.86ab

3 16.08bc 16.05bc 16.18bc 16.15bc 15.98bc

5 22.36a 22.46a 22.39a 22.35a 21.98a

10 23.61a 23.59a 23.69a 23.65a 23.12a

SEM 2.30 2.31 2.35 2.30 2.29

b

Retort 12.24b 12.28b 12.15b 12.22b 12.05b

0 12.92b 12.88b 12.95b 12.92b 12.77b

1 15.40ab 15.47ab 15.45ab 15.39ab 15.28ab

3 12.09b 12.05b 12.11b 12.07b 11.99b

5 18.01ab 18.05ab 17.98ab 18.09ab 17.89ab

10 21.53a 21.58a 21.51a 21.55a 21.48a

SEM 2.80 2.85 2.87 2.81 2.82

Table 1-36. The change of Hunter color values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a-cMeans that the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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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

화닭 덮밥 소스를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한 후 pH는 5.80～5.85로 나타났으며, 유의적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7). 또한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도 보

이지 않았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간장의 pH 변화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Song et al. 2001). Kim 등(2001)은 고추장에 감마선 조사를 한 다음 12

주 후 pH를 측정한 결과 10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 pH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

표하였다. 현재까지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덮밥 소스류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는 화닭 덮밥 소스의 pH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Table 1-37. The change of pH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Retort 5.83 5.84 5.83 5.84 5.84

0 5.85 5.83 5.84 5.84 5.82

1 5.82 5.82 5.84 5.83 5.83

3 5.84 5.84 5.81 5.84 5.83

5 5.85 5.84 5.83 5.84 5.83

10 5.81 5.81 5.80 5.81 5.80

SEM1) 0.04 0.03 0.02 0.02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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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화닭 덮밥 소스의 지질산패도 측정 결과를 Fig. 1-65에

제시하였다. 실험결과, 레토르트와 3 kGy 조사 처리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5

kGy 이상부터 지질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Kwon 등(200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조사는 산소가 있는 조건하에서 지방의 산화를 야

기시킨다. 감마선 조사는 지방질의 산패를 촉진하여 malonaldehyde 및 glycoxal 등을 생성

하므로 TBA와 적색 중합체를 형성하고, 특히 산소 존재하에서 지방질 시료에 고선량의 방

사선 조사하였을 때 상당량의 peroxide와 carbonyl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 시 tocopherol 및 ascorbic acid 등 다양한 천연 항산화제의 첨가

및 진공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지방의 산화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Kang 등(2003)

은 고기완자에 로즈마리, 파슬리, 민트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후 냉장 저장 하

였을 때, 무첨가구와는 달리 냉장 초기에 산가 및 TBARS 함량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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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5. TBARS values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at 35℃.
a-cMeans that the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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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 염기태 질소

레토르트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화닭 덮밥 소스의 가속저장기간에 따른 VBN의 변화

는 Table 1-38과 같다. 저장기간에 따라 화닭 덮밥 소스의 VBN 함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

며, 비조사구(0 kGy)가 저장 12일째에 45.1 m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10 kGy로

조사된 화닭 덮밥 소스의 경우 저장기간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여 저장 8 및 10일째에 각각

37.4 및 37.5 mg%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이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낮은 함량이었다. 이

는 저장 중 화학적 변질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Kim (1996)은 식품

첨가제에 의한 저염 명란젓의 보존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sykeeper를 첨가할 경우 VBN 생

성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2000)은 살균 고춧가루를 이용한 오징어

젓갈 제조에 관한 연구에서 5℃에서 보존하였을 때 일반젓갈보다 살균 고춧가루를 사용한

오징어 젓갈의 경우 숙성 중 휘발성 염기태 질소 함량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

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38. Content of volatile basic nitrogen (mg%) of steamed rice sauce with chicken

treated by retort an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Storage period

(days)

Irradiation dose (kGy)

Retort 0 1 3 5 10

0 26.9d 24.5d 25.7d 25.7d 25.7d 25.6c

3 30.4d 28.0b 29.2c 31.5bc 31.5b 32.5b

6 35.0
c

32.7
b

33.9
b

35.0
ab

33.9
ab

34.9
ab

9 43.2b 37.4a 38.5a 39.7a 37.4a 38.2a

12 45.1a 39.2a 39.4a 40.0a 37.5a 38.8a

SEM1) 1.58 0.67 1.26 1.72 1.17 1.17

1)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a-dMeans that the value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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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질산염 대체 반건조 육포 제조를 위한 식품공학 융합기술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육류의 가공기술은 생고기를 썩히지 않고 장기간 식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발달되어 왔는데, 특히 포(脯)는 육제품으로 고기를 얇게 저미거나 또는 다져서 양념을 하

여 건조한 것으로 풍부한 단백질함량에 비해 지방함량이 적으며 상온에서 저장이 가능한

식품이다(Ryu, 1992; 한 등, 1998; Park and Lee, 2005). 그러나, 육포와 같은 육가공품은 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산화 또는 부패되기 때문에 이를 위해 다수의 식품보존제를 사용

하고 있다(Jung et al, 1994; Yang and Lee, 2002). 특히, 아질산염(nitrate)은 육색소를 고정

시켜 신선한 선홍색을 내며, 산화를 억제시키고, Clostridium botlinum 등 혐기성 균의 성장

을 억제하기 때문에 육포 뿐만아니라 대부분의 육가공품 제조 시 가장 중요한 염지제의 하

나로 이용되고 있다(Fldder et al., 1981). 그러나 아질산염은 amine 및 amino acid와 결합하

여 발암물질로 알려진 N-nitrosamine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사용이 점차 제한되고 있어 이

를 대체하기 위한 방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Tricker and Preussmann, 1991).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는 붉은 색소성분인 carotenoids가 함유되어 있어 예로부터

식품의 천연색소로 이용되어 왔으며(Pérez-Gálvez and Mínguez-Mosquera, 2001), 매실

(Japanese apricot)은 유기산이 다량 함유되어 육제품의 풍미를 증진시키고, 육제품의 산화

를 억제시킬 수 있는 rutin 및 naringenin과 같은 항산화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육가공 제품 첨가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천연원료이다

(Ha et al., 2005; Han et al., 2001). 또한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투과력이 강하여 제품

을 포장한 상태로 연속 처리할 수 있어 살균처리 후 재포장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성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냉장, 냉동상태에서도 살균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식품

의 위생화를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 또한 식품에 적절한 선량의 감마선 조사를

할 경우 구조를 이루는 성분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거나 수분이 이온화되어 자유 라디칼

이 생성되고, 이 자유 라디칼들은 식품의 성분과 반응하여 물리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된 재구성 돈육포의 일반성분, 지질산화도, 색도 및

전단력 측정을 실시하여 재구성 돈육포에 감마선 조사 시 일어나는 이화학적인 변화를 측

정하였다. 이를 통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재구성 돈육포의 품질 개선 가능성과 방사선 조

사 기술의 활용 범위 확대와 상업적 이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돈육포 제조 및 감마선 조사

돈육포는 Lee 등(2004)의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다. 즉, 신선한 돈육 등심을 0.5 cm 두께로

얇게 저민 후 2 kg을 4℃의 저온항온기에서 16시간 동안 400 mL의 염지액에 절였다. 이때

염지액의 조성은 솔비톨(27.9%), pork seasoning(25.1%), base seasoning(16.9%), 올리고당

(10.4%), hot seasoning(9.9%), 간장(9.8%)이었다. 시험구는 무처리구, 아질산염 처리구(60

ppm), 파프리카 및 매실추출액 처리구로 구분하였다. 이때 수용성 파프리카추출액과 매실추

출액은 Korea Bio Food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염지된 돈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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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리기(ES-3, NU-VU, Food Service System, Menominee, MI, USA)안에서 단계별로 건조

한 후, 실온으로 냉각하여 1×10 cm크기로 절단하고 nylon/polyethylene -bag에 진공포장하

여 실온에서 저장하면서 시료로 이용하였다. 제조된 시료는 150 g 단위로 알루미늄과 PE가

증착된 멸균 복합필름 포장지에 담은 후 감마선 조사를 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선원 490

k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0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Ottawa, Canada)을 이

용하여 실온 (20±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3, 5, 7, 10 kGy가 되도록 조

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색도측정

시료 단면을 color/color colorimeter(Spectrophotometer, Moder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값), 적색도(redness, a값) 및 황색도(yellowness, b값)를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

로 사용하였다.

전단력 측정

육포를 5.0×1.0 cm의 크기로 자른 후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Co., Ltd., Surry, UK)로 1회 압착 시험을 통해 육포가 완전히 절단되는데 까지 소요되는 시

간(sec)․힘(g) 그래프를 얻었으며, 이때 그래프의 내부면적을 총전단력(g․s)으로 계산하였

다.

일반성분

감마선 조사된 재구성 육포의 수분함량은 시료 2 g을 자동수분측정기 (SMO01, SCALTEC,

Koel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AOAC 방법을 이용하여 조단백질 함량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분석하였다.

지질산패도

지방산패도는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

료 5 g에 50 μL의 BHA (butyl hydroxy anisole, 7.2% in ethanol)와 멸균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 (DIAX 900, Heidolph Co., Schwabach, Germany)로 균질화 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 (2-thiobarbituric acid)/TCA (trichloroacetic acid) 용액(20 mM TBA

in 15% TCis 2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였다. 와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다. 와 KoreON를 이용하여 원심분리(2,000 rpHA

15 min)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였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μg malondialdehyde /g sample

(wet basis)로 표시하였다.

관능검사

재구성 돈육포의 관능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원 중 훈련

된 panel 3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때의 평가항목은 색(color), 향미(flavor), 맛(taste),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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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감(textur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로, 매우 좋아한다(강하다),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점;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1점이었다. Panel은 관능검사 중 나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검사 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otal session은 15-20분으로 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Means±S.D.로 나타내었으며, SPSS (Windows ver. 10.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각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증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돈육포 제조를 위한 천연추출액의 최적 첨가량 결정

돈육포에 첨가하는 천연추출액의 최적 배합비 결정을 위해 파프리카추출액(0.1～0.5%) 및

매실추출액(2.0～5.0%)을 첨가한 후 돈육포를 제조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1-39

에 나타냈다. 그 결과, 파프리카추출액 0.5%와 매실추출액 3.5%를 첨가한 돈육포의 종합적

기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돈육포 제조를 위한 최적 배합비로 확인되었다.

색도 변화

상기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조건으로 제조된 돈육포의 색도(hunter's value)를 분석한 결과

를 Table 1-40에 나타냈다. 제조 직후 명도(L*)는 아질산염 처리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파프리카 및 매실추출액 처리구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저장 70일 후 모든 처리구에서 명도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아질산염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적색도(a*)의 경우 제조 직후 천연추출액 처리구와 아질산염 처리구는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천연추출액 첨가가 돈육포의 발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70일

후에도 천연추출액 처리구와 아질산염 처리구의 적색도는 무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제조 직후 황색도(b
*
)의 경우 아질산염 처리구가 가장 높았으며, 저장 70일

후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파프리카추출액에 함유된 붉은색은 β-carotene, β

-cryptoxanthin, cucurbitaxanthin A 및 violaxanthin (epoxidized carotenoids)등의

carotenoids 색소에 의한 것으로 (Pérez-Gálvez and Mínguez-Mosquera, 2001), 파프리카의

천연색소 성분은 아질산염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Bloukas

등(1999)은 frankfurter형 소시지에 betanin, carminic acid, beta-carotene 및 파프리카 추출액

을 첨가하였을 때 선명한 선홍색이 되어 관능적 기호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육가공제

품 생산시 아질산염 대체 물질로서 파프리카 추출액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파프리카와 함께 사용된 매실추출액은 항산화성분으로 알려진 rutin 및 naringenin 등을 함

유하고 있어 저장 중 파프리카 색소의 분해를 억제하여 저장 중 육색의 안정성에 기여하였

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Baics 등(1993)은 ascorbic acid와 tocopherol과 같은 항산화제가

저장 중 carotenoid 색소의 분해를 억제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여 이상의 결과를 뒷받침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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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9. Overall sensory acceptability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the addition levels
of the natural extracts

Concentration of
paprika extract (%)

Concentration of Japanese apricot extract (%)

2.0 3.5 5.0

0.1 3.5c 5.0bc 5.2ab

0.3 4.3bc 5.8a 5.4ab

0.5 5.2ab 6.0a 5.7a

a-c Means within the samples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1-40. Hunter's values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an addition of the natural
extracts and/or sodium nitrite

Treatment L a b

0 Day

Control 24.39b 2.99b 3.19b

Nitrate 26.33a 4.69a 4.13a

Natural extracts 22.57c 5.19a 3.70ab

SEM 0.833 0.589 0.622

70 Days
Control 19.05b 2.48b 3.10a
Nitrate 23.24a 3.26a 2.35ab

Natural extracts 19.05b 3.32a 1.81b

SEM 1.219 0.556 0.544

a-c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SEM: Standard errors of means (n=40).

지질산화도(TBARS) 변화

천연추출액을 첨가한 돈육포의 지질산화도를 평가한 결과를 Table 1-41에 나타냈다. 돈육

포 제조 직후 천연추출액 및 아질산염 처리구의 지질산화도는 무처리구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저장 70일 후 무처리구의 지질산화도는 크게 증가된 반면, 천연추출액 및

아질산염 처리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아 천연추출액 첨가가 육포의 지질산화를 억제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육제품 저장 중 지질의 산화는 필수아미노산과 같은 영양소

의 손실과 색, 풍미, 향, 조직과 같은 관능적 품질 저하를 유발한다(Aguirrezabal et al.,

2001). 이를 억제하기 위해 아질산염, metal-chelating agent 및 BHA와 BHT와 같은 합성 항

산화제등을 첨가하고 있으나(Mielche and Bertelsen, 1994), 합성항산화제의 경우 인체의 유

해성이 점차 부각됨에 따라 최근 천연항산화제 사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Rey et

al., 2005). 본 연구에 사용된 파프리카의 경우 Vit. A와 Vit. C, flavonoids, phenolic acids 및

carotenoid 색소와 같은 항산화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파프리카에 있는 매운맛 성분인

capsinoids 역시 항산화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Rosa et al., 2002). 또한, 매실에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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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rutin (quercetin-3- rhamnosylglucoside)은 hydroxyl radical, superoxide radical 및

peroxyl radical과 같은 활성산소종의 소거능을 보고한 바 있어 이상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Sim et al., 2002; Hwang et al., 2004; Calabrò et al., 2005).

조직감 변화

천연추출액을 첨가한 돈육포의 조직감을 확인하기 위해 전단력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42에 나타냈다. 그 결과 제조직후 및 저장 70일 후 천연추출액 첨가 돈육포의 총 전단력은

무처리구와 아질산염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 육포의 연도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포는 딱딱한 조직감 때문에 섭취하기가 힘든 식품으로(Jung et al.,

1994) 육포의 조직감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Kuo와 Ockeman (1985)는 육포

에 설탕 첨가할 경우 경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Park 등 (2002)은 우육포에 꿀과

올리고당 및 설탕을 첨가할 경우 연화도가 높아져 기호도가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매실 및 파프리카 추출액에 함유된 당류들이 육포에 부드러운 조직감을 부

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41. TBARS (mg MDA/kg sample)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an addition of the
natural extracts and/or sodium nitrite

Control Nitrate Natural extracts SEM

0 Day 0.235a 0.227ab 0.229ab 0.0092

70 Days 0.265a 0.234b 0.238b 0.0120

a-b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SEM: Standard errors of means (n=12).

Table 1-42. Texture properties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an addition of the natural
extracts and/or sodium nitrite

Treatment Total shearing work
(g․s)

0 Day

Control 47978.29a

Nitrate 47700.21a

Natural extracts 33204.24b

SEM 2139.205

70 Days

Control 67237.08a

Nitrate 66345.04a

Natural extracts 39740.53b

SEM 3389.103

a-b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SEM: Standard errors of means (n=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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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학적 특성

돈육포에 천연추출액을 첨가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Table 1-43에 나타내었다. 제

조 직후 및 저장 70일 후 천연 추출액이 첨가된 돈육포의 외관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색도 측정 결과에서와 같이 파프리카의 색소 성분에 의해 돈육포의 적색도

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천연 추출액 첨가구의 맛과 풍미 또한 무처리

구 및 아질산염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매실추출액에 존재하는 당

과 유기산 및 파프리카의 매운맛 성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조직감 역시 물성분석 결과

와 같이 천연추출액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 기호도 역시 천연추출

액 처리구가 무처리구 및 아질산염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아질산염은 외관

기호도만 개선된 반면, 천연추출물은 외관, 풍미, 맛, 조직감과 같은 다른 관능적 특성까지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돈육포 제조시 파

프리카 및 매실 추출액의 첨가는 돈육포의 관능적 품질 및 저장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아질산염의 대체제로서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성분 분석

감마선 조사한 재구성 돈육포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1-44와 같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함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시판중인 돈육포의

수분 함량은 22.25%, 단백질 함량은 53.22%, 조지방 함량은 7.06%이며, Han 등의 연구에서

도 수분(19.22%), 단백질(56.81%), 지방(8.19%)의 함량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식

품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가 주된 영양 성분의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Table 1-43. Sensory properties of the pork jerky with respect to an addition of the natural
extracts and/or sodium nitrite

Treatment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quality

0 Day

Control 2.57c 3.86bc 4.00ab 4.00ab 4.02b

Nitrate 4.29b 3.14c 3.71b 3.00b 3.96b

Natural extracts 5.71a 5.29a 5.28a 4.57a 5.86a

SEM 0.534 0.522 0.659 0.649 0.659

70 Days

Control 2.75c 3.26NS 3.13b 3.75ab 3.18b

Nitrate 3.25bc 3.85 2.63b 3.00b 3.25b

Natural extracts 5.25a 4.15 4.38a 4.75a 4.625a

SEM 0.534 0.683 0.504 0.555 0.618

a-c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N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s within the column.
SEM: Standard errors of means (n=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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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lipid content of

restructured pork jerky (%)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Moisture 21.6±0.2 20.9±0.2 21.1±0.1 22.3±0.2 21.5±0.2

Crude

protein
50.9±0.1 52.6±0.2 51.5±0.2 52.1±0.3 52.7±0.1

Crude lipid 7.5±0.3 8.1±0.1 7.7±0.2 7.9±0.3 7.5±0.2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지질 산패도

재구성 돈육포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TBARS 실험 결과는 Table 1-45와 같다. 대조구와 조

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이를 통해 재구성 육포에 있어서 10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는 지질 산패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감마선 조

사 돼지고기에 있어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지질 산패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와 유사하

였다. 류에서의 TBA값은 0.46 mg/kg 이하까지가 가식권으로 인정되며 1.2 mg/kg 이상일

경우 산패한 것으로, 4.0 mg/kg 이상은 완전 산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지질 산패도의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며 추후 더 높은 선량으

로 조사할 경우에도 가식권 내의 재구성 돈육포를 제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색도

감마선 조사에 의한 재구성 돈육포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1-46과 같다. 명도(L)는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적색도(a)는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유

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황색도(b)에서는 조사 선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대조구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일반적으로 돈육에 감마선을 조사할 경

우 적색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식육의 myoglobin이 산화하여 oxymyoglobin을 형성하

게 되고 지속적인 산화 과정에 따라 metmyoglobin을 형성하게 되나, 감마선 조사 식육은 이

온화 에너지의 흡수에 의해 Fe2+의 산화가 발생되어 Fe3+의 생성과 함께 감마선 자체에 의한

metmyoglobin의 파괴가 일어나므로, 결과적으로 oxymyoglobind에 의해 선홍색을 띠게 된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1-4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BARS of restructured pork jerky (MA μmol/g)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0.29±0.01 0.26±0.01 0.28±0.01 0.29±0.02 0.27±0.01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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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s color value of restructured pork jerky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L 28.06±0.23a 27.18±0.14ab 27.11±0.26ab 26.74±0.12ab 25.69±0.21b

a 3.18±0.01a 4.19±0.02b 5.07±0.03c 6.13±0.03d 7.02±0.02e

b 3.54±0.04a 4.54±0.08b 4.40±0.04b 3.96±0.07ab 3.84±0.05ab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0)
a-eMean values within a row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exture

감마선 조사 선량에 따른 재구성 돈육포의 조직감 중 전단력의 측정 결과는 Table 1-47과

같다. 감마선 조사된 재구성 육포의 전단 시 요구되는 힘을 측정한 결과, 최대 전단력

(p<0.05)과 총 전단력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Yook 등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육에 있어 감마선 조사 시 근육 내 collagen 단백질들인 titin과

nebulin의 파괴와 perimysium과 endomysium의 파괴 속도가 비조사근육보다 빠르게 진행되

고 이로 인해 식육의 연도가 개선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관능검사

재구성 육포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관능적 변화는 Table 1-48에 나타내었다. 감마선의 조

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색과 조직감은 기호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향미, 맛 및 전체적

인 기호도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원료육의 신선도 판정에 있어 색

은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특히 돈육에 있어 선홍색은 높은 등급으로 판정하며, 또한 소비자

는 선홍색인 원료육 및 육가공품을 선호하기 때문에 육제품은 질산염 또는 아질산염 등과

같은 화학 발색제를 이용하여 신선한 원료육과 비슷한 색으로 발색시킨다. 이러한 화학 발색

제의 첨가는 dimethylamine과 nitrous acid의 반응에 의해 발암물질인 dimethylnitrosamine

을 생성할 수 있어 독성성분으로 분류되어 있다. 재구성 돈육포에 선량을 달리하여 감마선

조사 후 색도를 측정한 결과,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적색도(a)가 증가하였는데, 관능검사

결과에서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색에 대한 기호도 역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선홍색인

돈육포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감마선 조사가 돈육포의 색을 선홍색으로 변색시

킴으로써 화학 발색제를 첨가하지 않고도 기호도가 확보된 재구성 돈육포의 제조가 가능하

리라 사료된다. 조직감의 경우 감마선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점수는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p<0.05). 육포는 저장성이 높으나,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그 소비층이 다양하지 못

하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를 통해 연도개선이 된 육포는 보다 부드러운 질감을 갖게 되기 때

문에 조직감에 대한 기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향미 및 맛의 경우 감마선 조사 선

량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는데(p<0.05),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이취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은 고유의 방향성분이 감소되며 불쾌

취가 발생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육류에 있어서, Lefevre 등과 Lynch 등은 방사선 조사한 육

류에서 이취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조사취로 인해 향미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값을 나타낸



- 171 -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조사취는 wet dog odor와 같은 냄새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취에 의해 향미와 맛에 있어 기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지금까지의 결과는

재구성 돈육포의 육색 및 조직감 개선을 위한 감마선의 이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향

후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저하된 관능적 품질 개선을 위한 추가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1-47.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exture of restructured pork jerky

Shear force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Maximum (g) 21.55±1.92a 20.47±1.08ab 19.72±1.95b 19.66±2.01b 18.90±1.02c

Total (g․s) 71.54±6.98 71.52±8.11 70.99±7.58 67.69±6.54 66.86±7.33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20)
a-cMean values within a row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1-48.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sensory properties of restructured pork jerky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Color 4.09±0.62a 4.57±0.53a 4.95±0.48a 5.21±0.51ab 5.81±0.67b

Flavor 4.35±0.58
a

4.14±0.49
a

4.26±0.59
a

3.86±0.41
ab

3.43±0.49
b

Taste 4.37±0.55
a

4.21±0.47
a

4.25±0.55
a

3.90±0.41
ab

3.57±0.54
ab

Texture 4.00±0.47a 4.59±0.48a 4.43±0.47a 4.88±0.41a 5.52±0.48b

Overall

acceptability
4.35±0.61

a
4.42±0.57

a
4.35±0.67

a
3.86±0.59

ab
3.43±0.64

b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0)
a,b

Mean values within a row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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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저항성 식중독 미생물(Bacillus cereus/Clostridium spp.)의 사멸조건 설

정 및 적용 시험

가. 고선량 조사에 의한 식품미생물 사멸특성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식품 미생물은 발효식품의 제조나 유기산 및 항생물질, 균체생산에서와 같이 인류에게 유

용하게 이용되기도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변․부패에 의하여 세계 식량자원의 20% 정도를

손실시키고 위생상의 병해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유해성도 갖고 있다. 더구나 식량자원의

제한이 인류 전체의 생존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식품을 장기적으로 안

전하게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식품의

미생물은 그 원료가 되는 농․수․축산물이나 가공과정에서의 외부접촉과 같은 경로를 통

하여 다양하게 유입되고 각 식품의 특성도 모두 달라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가 어렵다.

현재 식품의 저장성 개선을 위해 주로 이용되고 있는 살균 처리 기술에는 가열 처리나 자

외선 조사, 훈증 처리, 화학 약품 처리, microwave 처리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살균 처리

기술은 고온처리에 의한 식품의 일반 성분의 변화 및 손실은 가져오거나 화학 성분의 잔류

및 유해 물질의 생성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야기하고 또한 미생물 살균 효과도 떨어져 효과적

인 대체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최근 여러 대체기술 중 하나로 방사선

에너지의 이용이 효과적인 것으로 주목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미래 식량자원 확보와 인류를 기아와 식인성 질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은 물론 화학약품으로 인한 환경공해와 해로운 보존제의 사용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새로운 식품 위생화 기술로 현재 식품관련 산업에서 막대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 적절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 화학적 및 관능

적 특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으며(Byun, 1997), 이러한

방사선 조사 식품의 건전성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자

력기구(IAEA)와 국제기관 및 학술단체 등을 통하여 식품의 보존 및 위생화 수단으로 안전

성을 공인된 바 있다(FAO/IAEA/WHO, 1999).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US FDA)은 1999년

12월 식품유래 위해 미생물의 사멸과 제품의 유통기한 연장을 위한 식육의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농무성(USDA)도 2000년 2월 식육제품의 방사선 처리를 전면 허

용함으로써 모든 시중 슈퍼마켓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현재 유통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 1987, 1988, 1991 및 1995년에 4차례에 걸쳐 총 18개 품목의 식품조사가 허가되었으며,

기존품목을 확대하여 복합조미식품류를 비롯한 7개 품목이 2004년 5월 추가로 허가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04).

본 연구에서는 주요 병원성 미생물인 Clostridium perfringens, Staphylococcus aureus (MRSA

포함) 및 Escherichia coli O157에 대해 생육특성과 다양한 조사 조건에 따른 사멸특성을 검토

(in vitro)하고, 식품시스템(in situ) 내에서의 사멸 특성을 다시 시험하여 식품의 부패와 식중독

발병을 저감화 시키기 위한 기반을 확립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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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재료 및 방법

실험균주 및 배지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와 질병관리본부 병원체방어연구팀에서 구입한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Escherichia coli O157 NCCP 14034,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NCCP

12298를 사용하였다. 사용배지로는 Tryptic soy broth(TSB, Difco. Co.)와 Plate count agar(PCA,

Difco. Co.)를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Jeongeup, Korea) 내 선원 11.1 PBq,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0.1, 0.3, 0.5, 0.7, 0.9, 1, 1.5, 2, 2.5 및 3 kGy

의총흡수선량을얻도록하였다.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

용하여 표준화한후 사용하였으며,총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시료는 실험 시작 전까지

4℃에보관하였다.

방사선 조사 환경에 따른 미생물의 저항성 평가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Escherichia coli O157 NCCP 14034,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NCCP 12298에 대한 조사 시 환경에 따른 저항성을 검토하고자

pH, 염도, 온도, 산소유무를 달리하여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pH와 염농도에 따른 저항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배지를 각각 pH 3~10, 염농도 1~15%로 달리 제조하였으며, 온도에 따른

저항성 검토는 방사선 조사시 온도를 -20, 4 및 실온(25℃)을 유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배지

의 공기 접촉을 막아 산소 유무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 저항성을 검토하였다. 이 때 시험 균

주 3 주는 TSB에 각각 37℃에서 24시간 씩 2차례 배양하여 조사 시 초기농도를 106-107

CFU/mL 수준이 되도록 하였으며, 배지는 TSB와 Plate count agar(PCA, Difco. Co.)를 사용

하였다. 조사 후 멸균수 (0.85%, NaCl, 0.1%, Pepton)를 이용하여 10진 희석법에 의해 PCA

에 도말 한 후 37℃에서 24 시간 배양한 후 계수하여 1 ml당 log 집락형성단위(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다. 검출을 위한 최소계수 한계치는 1 log CFU/ml이었다.

식품시스템내에서의 미생물의 방사선감수성 평가

- 감마선 감수성 측정

▪멸균 및 균주 접종

병원성 미생물인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MRSA(methicill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NCCP 12298의 감마선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슬라이스햄을

Escherichia coli O157 NCCP 14034는 생소고기 다짐육을 이용하여 접종실험을 하였다. 시

험균주를 TSB 10 mL에 접종하여 24시간 배양시킨 배양액 0.2 mL를 취해 새로운 배지

10 mL에 접종하여 24시간 동안 2차례 배양한 후 그 배양액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슬

라이스햄과 생소고기다짐육은 각각 10 g씩 PE nylon bag에 넣은 다음 균수가 106-107



- 174 -

CFU/g 수준이 되도록 접종하였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전북 정읍 소재) 내 선원 11.1 PBq,

Co-60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0.1, 0.3, 0.5, 0.7, 0.9, 1,

1.5, 2, 2.5 및 3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총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미생물 분석

접종 후 조사한 시료 10 g에 멸균수 90 mL를 첨가한 다음 3분간 균질기(Stomacher,

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로 균질

화 한 후, St. aureus KCTC 1916, MRSA NCCP 12298는 Mannitol salt agar(Difco Co.),

E.coli O157 NCCP 14034는 MacConkey sorbitol agar를 이용하여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을 계수하여 상법에 따라 산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방사선 조사 환경에 따른 미생물의 저항성 평가

- St. aureus KCTC 1916

환경(pH, 염농도, 온도, 산소유무)를 달리 하여 흡수선량별로 감마선이 조사된 후 생육균

수를 확인한 결과를 Table 1~4에 나타내었다.

․pH에 따른 저항성

성장 최적조건인 pH 7의 선량별 생육균수는 접종 시 6.99 log CFU/ml였으며, 0.1, 0.3,

0.5, 0.7, 0.9 kGy 조건에서는 각각 5.77, 5.26, 4.17, 2.18, 1.30 log CFU/ml으로 선량증가에

따라서 감소하였다. 1 kGy 이상에서는 집락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산출된 D10 value는

0.152 kGy를 나타냈다. pH 8에서는 D10 value 0.167 kGy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저항성을

보였다.(Table 1-49). 이는 방사선 조사 시에도 생육최적 pH 범위인 pH 7 내외에서 높은

저항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염도에 따른 저항성

배지에 NaCl을 첨가하여 배지의 염농도를 1%에서 15%까지 달리하여 감마선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염농도가 낮은 1%의 선량별 생육균수는 초기 6.98 log CFU/ml였으며 0.1, 0.3,

0.5, 0.7, 0.9 kGy에서는 각각 5.53, 5.19, 4.02, 3.41, 2.65 log CFU/ml이였고, 1 kGy에서는

1.18 CFU/ml로 나타났으며, 1.5 kGy에서는 생육하지 않았다. D10 value는 0.191 kGy로 염

을 첨가 하지 않은 군보다 높은 D10 value 값을 보였고, 염의 농도가 7%일 때 D10 value

가 0.199 kGy로 가장 높은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이후 증가된 염농도에 따라 D10 value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염농도에 비교적 저항적인 St. aureus가 7%까지는 염농

도 증가에 따라 저항성이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인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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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9.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St. aureus KCTC 1916 at altered by pH of

medium

pH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viable cells (log10 CFU/ml)

con (7) 6.99 5.77 5.26 4.17 2.18 1.30 ND1) 0.152

3 6.98 3.65 1.44 ND ND ND ND 0.076

4 6.99 5.49 4.77 3.44 2.00 ND ND 0.144

5 6.99 5.58 5.23 4.29 1.95 1.30 ND 0.153

6 6.98 5.61 5.24 3.69 2.04 1.39 ND 0.159

8 6.98 4.91 3.89 2.41 1.90 1.43 ND 0.167

9 6.99 4.66 3.39 2.30 1.60 1.47 ND 0.147

10 6.98 4.38 3.20 2.11 1.30 1.30 ND 0.147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온도에 따른 저항성

조사시 온도를 25(실온), 4, -20℃를 유지하면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여 저항성을 검

토한 결과, -20℃에서 조사한 선량별 생육균수는 초기 6.99 log CFU/ml였으며, 0.1,

0.3, 0.5, 0.7 kGy에서는 각각 4.95, 4.11, 3.38, 2.00 log CFU/ml를 나타냈고, 0.9 kGy 이

상에서는 균이 생육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10 value는 0.163 kGy로 저온처리한

경우 실온(25℃)보다 높은 저항성을 보였다.(Table 1-51).

․산소유무에 따른 저항성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조사한 선량별 생육균수의 경우, 초기 6.88 log CFU/ml였으

며, 0.1, 0.3, 0.5, 0.7, 0.9 kGy에서는 각각 5.55, 5.18, 4.22, 2.19, 1.45 log CFU/ml으로

나타났고, 1 kGy에서는 생육하지 않았다. D10 value는 0.150 kGy로 산소 유무에 따른

방사선 저항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52). 이는 St. aureus가 통성혐기성의 성

장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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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0.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St. aureus KCTC 1916 by NaCl in medium

NaCl

(%)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1.5

viable cells (log10 CFU/ml)

0 6.99 5.77 5.26 4.17 2.18 1.30 ND1) ND 0.152

1 6.98 5.53 5.19 4.02 3.41 2.65 1.18 ND 0.191

3 6.99 5.49 5.26 4.00 3.33 2.67 1.70 ND 0.197

5 6.99 5.49 5.07 3.93 3.30 2.67 1.68 ND 0.198

7 6.98 5.48 4.99 3.93 3.28 2.65 1.65 ND 0.199

9 6.98 5.44 4.98 3.90 3.23 2.57 1.51 ND 0.197

11 6.99 5.40 4.98 3.87 3.22 2.41 1.49 ND 0.196

13 6.98 5.37 4.97 3.85 3.18 2.34 1.43 ND 0.195

15 6.97 5.10 4.96 3.84 3.13 2.27 1.38 ND 0.195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Table 1-51.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St. aureus KCTC 1916 by temperature in

medium

Temperature

(℃)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viable cells (log10 CFU/ml)

con(RT) 6.99 5.77 5.26 4.17 2.18 1.30 ND1) 0.152

4 6.98 5.00 4.05 3.39 3.20 ND ND 0.161

-20 6.99 4.95 4.11 3.38 2.00 ND ND 0.163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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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2.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St. aureus KCTC 1916 by anaerobic condition

in medium

Anaerobic

condition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viable cells (log10 CFU/ml)

Con(RT) 6.99 5.77 5.26 4.17 2.18 1.30 ND1) 0.152

Anaerobic 6.98 5.55 5.18 4.22 2.19 1.45 ND 0.150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MRSA NCCP 12298

․pH에 따른 저항성

pH 7에서의 선량별 생육균수는 초기에는 7.27 log CFU/ml을 보였으며, 0.1, 0.3, 0.5,

0.7, 0.9, 1, 1.5 kGy에서는 각각 7.11, 5.90, 5.69, 5.04, 4.74, 4.47, 2.7 log CFU/ml를 나타냈

고, 2 kGy에서는 1.60 log CFU/ml를 보였다. 한편, D10 value는 0.35 kGy로 일반 S. aureus

에 비해 매우 높은 저항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8에서도 0.343으로 높은 저항성을

보였지만 pH 7에서 가장 높은 저항성을 나타냈다. 이는 St. aureus KCTC 1916의 경우 pH

8에서 최대 저항성을 보인 것과 유사한 결과로 최적 생육 pH에서 최대 저항성을 나타낸 것

으로 보인다.(Table 1-53).

․염도에 따른 저항성

배지에 NaCl을 첨가하여 배지의 염농도를 1%에서 15%까지 달리하여 감마선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염농도가 가장 낮은 1%의 선량별 생육균수를 살펴보면 초기 7.24 log CFU/ml였으

며 0.1, 0.3, 0.5, 0.7, 0.9, 1, 1.5 kGy에서는 각각 7.11. 5.90, 5.69, 5.04, 4.74, 4.47, 2.70 log

CFU/ml를 나타냈고, 2 kGy에서는 1.60 log CFU/ml를 보였으며, 2.5 kGy에서는 생육하지

않았다. 이때 D10 value는 0.350 kGy로 염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다소 높은 저항성을

보인 듯했으나, 이후 3~13% 범위에서는 5%에서 저항성이 가장 낮았고 13%까지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15% 염농도에서는 D10 value값이 0.22 kGy

로 가장 낮은 저항성을 보여 높은 염농도에서 방사선 조사에 대한 높은 감수성을 보였다

(Table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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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3.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MRSA NCCP12298 at altered by pH of medium

pH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1.5 2.0

viable cells (log10 CFU/ml)

con (7) 7.27 6.95 6.07 5.65 4.10 3.87 3.60 2.38 1.30 0.346

3 7.24 4.96 3.54 1.89 ND
1)

ND ND ND ND 0.104

4 7.26 5.67 4.77 3.69 2.60 1.98 1.30 ND ND 0.213

5 7.28 6.95 6.07 5.49 4.00 3.78 3.23 2.13 ND 0.279

6 7.28 6.90 6.04 5.49 4.00 3.80 3.49 2.20 ND 0.282

8 7.25 6.84 6.00 5.46 4.04 3.81 3.59 2.25 1.00 0.343

9 7.24 6.10 4.84 4.54 3.74 3.49 3.16 2.36 ND 0.319

10 7.27 6.07 4.68 4.23 3.69 3.25 2.17 3.17 ND 0.318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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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4.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MRSA NCCP 12298 by NaCl in medium

NaCl

(%)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1.5 2.0

viable cells (log10 CFU/ml)

0 7.27 6.95 6.07 5.65 4.10 3.87 3.60 2.38 1.30 0.346

1 7.24 7.11 5.90 5.69 5.04 4.74 4.47 2.70 1.60 0.350

3 7.27 7.04 5.90 5.48 4.68 4.60 4.38 2.67 ND1) 0.299

5 7.26 6.90 5.47 5.27 4.41 4.21 3.66 2.61 ND 0.296

7 7.28 6.74 5.49 4.60 4.27 4.17 3.43 2.59 ND 0.299

9 7.25 6.67 5.32 4.49 4.17 3.30 3.21 2.32 ND 0.300

11 7.24 6.44 5.17 4.46 3.73 3.25 2.79 2.25 ND 0.303

13 7.27 6.18 5.11 4.34 3.69 2.95 2.72 2.18 ND 0.307

15 7.28 6.15 4.90 4.04 3.43 2.65 2.32 2.18 ND 0.22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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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에 따른 저항성

조사시 온도를 실온(25℃), 4, -20℃를 유지하면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여 저항성을 검

토한 결과 -20℃에서 조사한 선량별 생육균수는 초기 7.27 log CFU/ml였으며, 0.1, 0.3,

0.5, 0.7, 0.9, 1.0, 1.5 kGy에서는 각각 6.82, 5.79, 5.25, 4.03, 3.70, 3.29, 2.25 log CFU/ml로

나타났다. 2 kGy에서는 1 log CFU/ml를 보였다. D10 value는 0.343 kGy로 실온에서 조사

한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4℃의 온도를 유지하면서 조사 한 군의 D10 value

는 0.296으로 낮은 저항성을 보였다(Table 1-55).

․산소유무에 따른 저항성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조사한 선량별 생육 균수의 경우, 7.52 log CFU/ml였으며 0.1,

0.3, 0.5, 0.7, 0.9, 1.0, 1.5 kGy에서는 각각 7.26, 6.64, 6.08, 5.91, 4.51, 4.45, 2.89 log

CFU/ml로 나타났다. 또한 2 kGy에서는 2 log CFU/ml으로 나타났다. 한편, D10 value는

0.337 kGy로 다소 낮은 값을 나타냄으로서 산소가 없는 혐기조건에서는 방사선 저항성이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St.aureus KCTC 1916의 경우보다는 혐기조건에서 약간 높은

감수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Table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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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1.5 2.0

viable cells (log10 CFU/ml)

con(RT) 7.27 6.95 6.07 5.65 4.10 3.87 3.60 2.38 1.30 0.346

4 7.27 6.60 5.87 5.07 3.93 3.47 3.36 2.54 ND1) 0.296

-20 7.27 6.82 5.79 5.25 4.03 3.70 3.29 2.25 1 0.343

Table 1-55.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MRSA NCCP 12298 by temperature in medium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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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6.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MRSA NCCP 12298 by anaerobic condition in medium

anaerobic

Condition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1.5 2.0 2.5

viable cells (log10 CFU/ml)

con(RT) 7.27 6.95 6.07 5.65 4.10 3.87 3.60 2.38 1.30 ND-1) 0.346

anaerobic 7.52 7.26 6.64 6.08 5.91 4.51 4.45 2.89 2 ND 0.337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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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li O157 NCCP 14034

․pH에 따른 저항성

pH 7에서의 선량별 생육 균수는 초기에는 6.38 log CFU/ml였으며, 0.1, 0.3, 0.5, 0.7, 0.90

kGy에서는 각각 5.53, 4.60, 4.40, 3.32, 2.88 log CFU/ml으로 역시 선량증가에 따라 감소하였

다. 또한 1 kGy에서는 1.60 log CFU/ml로 나타났고, D10 value는 0.240 kGy였다. 이는 시험

한 전 pH 구간 중에서 가장 저항성이 높은 결과였으며, pH 7보다 낮거나 높을수록 저하성이

감소하였다.(Table 1-57).

Table 1-57.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E.coli O157 NCCP 14034 at altered by pH of

medium

pH

Radiation dose(kGy)
D10

value
0 0.1 0.3 0.5 0.7 0.9 1.0

viable cells (log10 CFU/ml)

con (7) 6.38 5.54 4.60 4.40 3.32 2.88 1.60 0.240

3 6.36 4.45 3.11 1.30 ND1) ND ND 0.115

4 6.36 5.80 4.47 2.88 2.11 ND ND 0.157

5 6.36 5.82 4.90 3.38 1.90 1 ND 0.200

6 6.32 5.93 4.70 3.66 2.73 1.84 1.40 0.227

8 6.34 5.92 4.47 3.52 2.34 1.82 1.30 0.229

9 6.34 5.60 4.40 3.50 2.36 1.77 1 0.195

10 6.32 4.84 4.18 3.25 1.60 ND ND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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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FU/ml.

․염도에 따른 저항성

배지에 NaCl을 첨가하여 배지의 염농도를 1%에서 15%까지 달리하여 감마선 조사를 실시

한 결과, 염농도가 가장 낮은 1%의 선량별 생육균수를 살펴보면 초기 6.36 log CFU/ml였으

며, 0.1, 0.3, 0.5, 0.7, 0.9 kGy에서는 각각 5.53. 4.53, 4.14, 3.19, 2.69 log CFU/ml를 나타냈고,

1 kGy에서는 1.53 log CFU/ml를 보였다. 또한 이 때 D10 value는 0.235 kGy로 염을 첨가 하

지 않은 군보다 다소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후 염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항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염의 농도가 가장 높은 15% 조건에서는 D10 value값이 0.207 kGy로 시험 전

구간에서 가장 낮은 저항성을 보였다(Table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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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8.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E.coli O157 NCCP 14034 by NaCl in medium

NaCl

(%)

Radiation dose(kGy)

D10

value
0 0.1 0.3 0.5 0.7 0.9 1.0 1.5

viable cells (log10 CFU/ml)

0 6.38 5.54 4.60 4.40 3.32 2.88 1.60 ND1) 0.242

1 6.36 5.53 4.53 4.14 3.19 2.69 1.53 ND 0.235

3 6.35 5.17 4.32 3.74 3.07 2.64 1.38 ND 0.239

5 6.35 5.14 4.25 3.63 3.04 2.46 1.38 ND 0.236

7 6.32 5.07 4.20 3.56 2.99 2.39 1.32 ND 0.236

9 6.34 5.04 4.17 3.56 2.74 2.30 1.32 ND 0.231

11 6.33 5.00 4.04 3.53 2.61 2.23 1.23 ND 0.227

13 6.32 5.00 4.04 3.14 2.43 2.17 1.11 ND 0.221

15 6.38 4.99 3.89 2.83 2.17 1.75 1.00 ND 0.207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온도에 따른 저항성

조사 시 온도를 실온(25℃), 4, -20℃를 유지하면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여 저항성을 검

토한 결과, 4℃에서 조사한 선량별 생육균수는 초기 6.34 log CFU/ml였으며, 0.1, 0.3, 0.5,

0.7, 0.9 kGy에서는 각각 5.00, 4.17, 3.55, 2.741, 2.31 log CFU/ml로 나타났다. 또한 1 kGy

에서는 1.30 log CFU/ml 으로 나타냈다. 한편, D10 value는 0.230 kGy로 실온에서보다 약

간 낮은 경향이었다. 또한, -20℃에서 조사한 군의 D10 value는 0.239 kGy로 실온에서의 경

우와 근사치를 나타냈다(Table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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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9.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E.coli O157 NCCP 14034 by temperature in

medium

Temperature

(℃)

Radiation dose(kGy)

D10

value
0 0.1 0.3 0.5 0.7 0.9 1.0

viable cells (log10 CFU/ml)

con(RT) 6.38 5.54 4.60 4.40 3.32 2.88 1.60 0.240

4 6.34 5.00 4.17 3.55 2.74 2.31 1.30 0.230

-20 6.35 5.17 4.30 3.75 3.07 2.65 1.35 0.239

․산소유무에 따른 저항성

공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조사한 선량별 생육균수는 초기 6.35 log CFU/ml였으며, 0.1,

0.3, 0.5, 0.7, 0.9 kGy에서는 각각 5.52, 4.55, 4.13, 3.17, 2.65 log CFU/ml를 나타냈고, 1

kGy에서는 1.50 log CFU/ml으로 나타냈다. D10 value는 0.234 kGy로 다소 낮은 값을 나

타내었지만 산소의 유무가 방사선 감수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1-60).

Table 1-60. Radiation survival viable cells of E. coli O157 NCCP 14034 by anaerobic

condition in medium

anaerobic

Condition

Radiation dose(kGy)

D10

value
0 0.1 0.3 0.5 0.7 0.9 1.0

viable cells (log10 CFU/ml)

con(RT) 6.38 5.54 4.60 4.40 3.32 2.88 1.60 0.240

anaerobic 6.36 5.53 4.53 4.14 3.19 2.69 1.53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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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시스템내에서의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 슬라이스 햄을 이용한 감수성 평가

슬라이스햄에 St. aureus 와 MRSA 접종한 후 방사선 감수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슬라이스

햄에 두 균주를 접종한 후 0～3 kGy까지 조사하여 실험한 결과는 Table 1-61과 같다. S.

aureus를 슬라이스햄에 접종하였을 때, 초기균수는 6.82 Log CFU/g로 나타났으며 1 kGy로

조사하였을 때 1.60 log CFU/g으로 감소하였다. 1.5 kGy 이상 조사했을 때는 집락이 관찰되

지 않았다. MRSA의 경우, 초기 균수는 7.92 log CFU/g에서 2 kGy로 조사하였을 때 1.60 log

CFU/g으로 감소하였으며 3 kGy로 조사하였을 경우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앞의 결과를 토대

로 하여, 슬라이스햄에 오염된 St. aureus와 MRSA의 감마선 감수성을 측정한 결과, St. aureus

및 MRSA는 각각 0.226 및 0.398 kGy으로 나타나 MRSA가 일반 St. aureus에 비해 감마선에

대한 내성이 훨씬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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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1.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S. aureus and MRSA in sliced ham

Microorganisms

Radiation dose(kGy)

D10 value0 0.1 0.3 0.5 0.7 0.9 1.0 1.5 2.0 2.5 3

viable cells (log10 CFU/ml)

S.aureus 6.82 5.48 4.72 3.88 2.57 1.90 1.60 ND
1)

ND ND ND 0.226

MRSA 7.92 7.68 6.32 5.79 3.64 3.32 3.20 2.74 1.60 1 ND 0.398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1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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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고기 다짐육을 이용한 감수성 평가

생소고기 다짐육에 E. coli O157를 접종한 후 방사선 감수성을 측정하였다. 먼저 생소고기

다짐육에 균주를 접종한 후 0～3 kGy까지 조사하여 실험한 결과는 Table 1-62와 같다. E. coli

O157을 생소고기 다짐육에 접종하였을 때 초기균수는 6.34 Log CFU/g로 나타났으며, 2 kGy

로 조사하였을 때는 1.60 log CFU/g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2.5 kGy로 조사하였을 경우에는 균

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하여 생소고기 다짐육에 오염된 E. coli O157의 감마선

감수성을 측정한 결과 0.416 kGy으로 나타나 식품시스템에서 E. coli O157의 감마선에 대한 저

항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hayer 등(1995)은 멸균된 닭고기에 S. Typhimurium을 접종한

후 감마선 조사한 결과 3 kGy로 조사했을 경우 6 log cycle의 증식억제를 보였다고 보고하였

으며, Yook 등(1998)은 우육에 오염시킨 병원세균의 방사선 감수성은 E. coli, S. Typhimurium,

Vibrio parahaemolyticus, S. aureus 및 L. monocytogenes는 각각 0.32, 0.54, 0.61, 0.44 및 0.37 kGy

을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1998)은 B. cereus 및 B. subtilis의 D10 values는 0.63 및

0.59 kGy라고 보고하였으며, Thayer 등(1994)은 B. cereus의 endospore에 대한 D10 값은 소고기

에서 2.78 kGy, 칠면조에서 1.90 kGy 및 돼지고기에서 2.78 kGy를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

다.

Table 1-62.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E.coli O157 in chopped beef

Microorganisms

Radiation dose(kGy)

D10

value
0 0.1 0.3 0.5 0.7 0.9 1.0 1.5 2.0 2.5

viable cells (log10 CFU/ml)

E.coli O157 6.34 5.91 5.34 4.75 4.32 4.00 3.64 2.48 1.60 ND
1)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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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FU/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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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고선량 방사선 활용 연구)

가. 고선량 방사선 활용 문화재 보존기술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전통 건축물은 주로 목조 건축물로서 한반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나무를 이용하여

건물을 지어왔다. 일반적으로 목재는 뛰어난 가공성, 내구성 등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건축물만이 아닌 목공예, 농기구, 무기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되어져 왔다. 특히 전통 목조

건축물은 못과 철물을 쓰지 않는 가구식구조로 세계 건축역사 속에 독특한 구조기술로써,

2008년 현재 국가 및 시도지정으로 국보 21건, 보물 120건, 시도지정 1,144건 등 총 1,285건이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목조 건축물은 축조된 후 외기에 노출된 상태로

매우 오랜 기간동안 사용되면서 여러 요인에 의해 구조적 안정성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지구온난화 및 주거 난방구조의 변화에 따라 흰개미목과 딱정벌레목 등 생물피해에

의한 목조 건축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조건축물의 부후에 의한 열화를 방지

하는 것은 건축물의 내구성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건축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것은 안

전성과 거주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이라고 하는 사회 자본을 저장한다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목조건축물은 일반적으로 방부·방충조치를 하고 있지만, 생물열화가 여러 가지

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건축물구조부재에 생물열화가 발생하게 되면, 신축시에 확보된 구

조안전성이 현저하게 손상된다. 방부방충제를 도포, 분무, 침지법 등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

경우 대개 보존제가 목재의 표층에만 소량 침투한다. 따라서 외층에만 엷은 보호층을 형성하

게 되므로 결국 토양이나 물과 접촉하는 장소에서의 사용 시에는 오래 견디지 못하게 된다.

목재의 일부가 검게 변하거나 또는 하얗게 변한 경우, 목재 표면에 곰팡이가 자라는 경우에

는 목재가 습기에 젖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임. 부재에 갈색의 할열이 생겼거나 백색의

섬유질 상태가 노출된 경우 부후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다. 특히 푸른 곰팡이(청태)의

경우 강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이차적인 부후를 유발하기 쉬운 상태이므로 조속히

제거해야 함. 건조고목재의 부후는 대부분 褐色腐朽菌에 의해 이뤄지는데, 이것은 목재가 갈

색으로 변화하며 나이테에 직각 방향으로 갈라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전형이다. 목조문화재

의 경우 화학약품보다는 원형보전과 장기적 내구성을 고려할 때 과거에는 천연계의 옻칠이나

기름 등의 유성 도료로 목재를 도장하는 방법으로 보존 처리를 겸했었음. 그러나 장기간의 안

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로운 관리방법을 강구해야 함에 따라 비교적 최근에 건조고목재에

도 적당한 방부처리법을 선택해 과학적인 보존관리를 실천하고 있다.

목재의 열화는 크게 균, 벌레에 의한 생물 열화와 이 밖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비생물적

열화로 크게 나누어진다. 비생물에 의한 목재의 열화 원인으로는 물, 화재, 자외선, 산소, 오

존, 기계적 작용 및 화학 약품 등이 있다. 사용 중 발생하는 목재의 열화는 어느 한 가지 원

인이 단독으로 작용하여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겹쳐서 발생한다.

목재를 열화시키는 생물에는 미생물, 곤충류, 해충류(海蟲類) 등이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것은

미생물이다. 목재를 열화시키는 미생물, 즉, 목재 부후균은 대부분 진균류에 속하고, 광합성과

운동성을 지니고 있지 않으며, 포자를 형성하여 증식함. 목재를 분해하는 미생물은 미생물이

분해시키는 목재 성분에 따라서 셀룰로오스 분해균, 헤미셀룰로오스 분해균, 리그닌 분해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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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미생물 이외에 목재는 곤충과 해충에 의해서도 열화된다. 목재를 침해하는 곤충

에는 벌채 직후의 미건조재를 천공하는 것과 건재를 가해하는 것이 있음. 미건조재를 침해하

는 곤충에는 나무좀과, 바구미과, 하늘소과 등의 곤충을 들을 수 있으며, 건조재를 침해하는

곤충에는 가루나무좀과, 개나무좀과, 빗살수염벌레과 등에 속하는 곤충을 들 수 있음. 특히 가

루나무좀, 졸참나무재를 식해하는 졸참나무 가루나무좀 등은 피해가 현저하다. 목재를 가해하

는 곤충의 분류는 분류학적 차이에 의해 구분할 수도 있지만, 공격하는 목재의 함수율에 따라

건재해충, 생원목 해충, 습재 해충으로 분류됨. 곤충은 생입목 (living tree)에서부터 쇄약목, 벌

목 직후의 생원목 (green log), 건조목재에 이르기까지 그 공격의 범위가 매우 넓음. 예를 들

어 쇄약 상태의 생입목 상태의 소나무는 수피 가해 곤충 (예: 하늘소 등)의 공격이 예상됨. 일

단 벌채하고 건조, 제재하기 전까지의 비교적 함수율이 높은 소나무에는 사부 가해 곤충, 양

균천공충, 바구미 등의 가해가 나타난다. 소나무를 박피하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건조를 시키

거나, 방치할 경우 수피 가해 곤충의 피해는 계속됨. 벌채한 소나무를 완전히 건조시켜 사용

하지 않거나 발육이 늦은 천공충의 성충은 건축 후 10년이 경과된 목재에서 탈출하는 경우도

있음. 또한 완전히 건조한 소나무는 빗살수염벌레, 하늘소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기둥,

들보 등 건축부재로 사용하고 있는 소나무가 습기와 접촉된 상태를 오래 유지하고 있을 경우

흰개미의 피해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생입목 상태의 소나무에서 건조 상태의 제재목, 판재

및 건축부재에 이르는 동안 소나무는 종류를 달리하는 다양한 곤충의 공격에 끊임없이 노출

된다.

대기 중에 방출된 브롬화메틸이 오존층의 파괴에 관여하고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1992년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체결 국제회의에서 그 사용의 규제를 마련

하였다. 브롬화메틸에 의한 오존층의 파괴는, 대기 중에 방출된 브롬화메틸이 대류권을 통과

해 성층권의 강한 자외선 조사 아래에서 분해되어 발생되는 브롬원소가 분해촉매로서 연쇄적

으로 오존층을 파괴하는 현상이다. 브롬화메틸이 가지는 오존파괴계수는 0.4(0.2이상이 규제대

상)이지만, 토양훈증용도의 약제를 대체할 수단이 부족한 것 등의 이유로 일부 불가피한 용도

를 제외하고는 단계적으로 그 사용을 줄이며, 2005년 일본에서는 훈증제로서의 사용이 전면적

으로 금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브롬화메틸의 사용이 2015년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이에 따

라 브롬화메틸을 대체할 새로운 약제에 대한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하게 개발된 약제가 없는 실정임. 따라서 대체할 새로운 훈증용 가스를

선별하고, 우리나라 문화재에 처리하기 적당한 기준을 새로이 수립해야 한다.

특히 현재 문화재청에서 주관하여 복원 중에 있는 숭례문, 광화문 복원 시 대량의 신부재의

사용이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량 살충살균처리 기술의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어지고 있

다. 이에 감마선 조사에 의한 문화재 멸균처리 작업은 몇 시간 정도의 소요시간만을 필요로

하며 투과성이 매우 높아 재질에 대한 영향이 낮으면서도 대부분의 충균류에 대해서는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서, 위의 문제점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매우 효율적인 대체 수단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목조문화재 및 건축문화재에 사용되는 목부재의 대량 살충·살균 처리를 위해 재질 자체에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충균류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감마선을 이용한 충해 처

리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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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
Bacillus cereus

Mean±SD (log CFU)

곰팡이류

Mean±SD (log CFU)

0 5.4±0.1 5.7±0.1

2 5.1±0.1 5.5±0.0

4 2.6±0.2 3.2±0.1

6 ND 2.6±0.2

8 ND ND

10 ND ND

2) 시험 재료 및 방법

미생물 오염도 평가

방사선 조사한 한지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 1 g에 멸균된 식염수 (0.85%,

NaCl) 9 mL를 첨가한 다음 혼합하여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및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

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0℃에서 48 및 120 시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

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한지의 물성 평가

한지의 인장강도와 파열강도는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Co., London,

UK)를 이용하여 50 mm×50 mm로 자른 시료를 blade set(with knife)에서 절단 후 얻어진

strength(N/mm)－time(s) 그래프로부터 최대 전단력(maximum peak)과 총 전단력(total area)

을 계산하였다.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목재 안료의 색도 변화를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Illuminant D65 10° 광원을 사용하였다. 기계는 측정 전

표준흑판과 표준백판을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Hunter color L* (명도, lightness), a* (적색

도, redness) 및 b* (황색도, yellowness)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Spectra Magic Software

(version 2.11, Minolta Cyber Chrom Inc.)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방사선을 이용한 보존기술

표 1-63에서 볼수 있듯이 종이에 6-20 kGy정도의 감마선 조사로 모든 곰팡이가 사멸되었다.

하지만 표 1-64와 1-65에서 볼 수 있듯이 시험결과 종이에 오염된 곰팡이를 사멸시키기 위해

14.4-16 kGy의 감마선 조사 결과 종이의 색이나 조직은 변화되지 않았다.

Table 1-63. 감마선 조사(0~20 kGy)가 일반종이(A4 용지)에 존재하는 Bacillus cereus와 곰팡이류 사멸

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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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 일반복사용지 한지

0 3928.2±446.3 1494.4±352.3

10 3761.3±457.9 1726.3±151.3

20 3562.5±460.9 1532.0±272.8

30 3674.8±207.8 1725.8±313.3

40 3295.8±550.1 1362.5±143.3

50 3280.7±487.1 1266.1±143.9

60 2940.2±260.8 1137.2±208.8

70 2911.3±329.2 1073.1±185.6

80 2831.3±274.1 1021.1±192.4

90 2631.2±318.6 1008.3±208.9

100 2488.8±239.8 1012.7±203.3

Table 1-64. 감마선 조사에 의한 종이의 인장강도 변화

95% confidence interval

kGy N Mean SD Lower Bound Upper Bound

0 10 10890.5 429.5 10583.2 11197.7

2 8 10811.0 755.1 10179.7 11442.3

4 10 10485.6 372.1 10219.0 10752.3

6 10 10862.2 463.9 10530.4 11194.1

8 11 10745.5 311.3 10536.3 10954.6

10 7 10265.2 728.9 9591.1 10939.3

12 10 10897.8 316.9 10671.1 11124.5

14 10 10402.4 516.5 10033.0 10771.9

16 10 10772.8 475.4 10432.8 11112.9

18 10 10172.6 549.7 9779.3 10565.8

20 10 10430.5 475.5 10090.4 10770.7

Total 106 10619.7 532.5 10517.2 10722.3

Table 1-65. 감마선 조사(0~100 kGy) 에 의한 종이의 파열강도 (Mean ± SD,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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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미생물학적 피야를 야기하는 부후균의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백색부후균인

Coriolus versicolor과 갈색부휴균인 Tyromyces palysris를 감마선 조사에 따른 사멸률을 측정한 결

과 5 kGy의 선량에서 사멸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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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에 의한 충류의 제어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흰개미의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

였다. 아래 그림에서 보이듯이 1 kGy의 선량에서도 효과적으로 흰개미가 사멸되는 것이 확인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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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의한 목재의 물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XRD를 이용한 cellulose의 중합도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100 kGy의 선량에서도 목재의 결정화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또한, SEM을 이용한 미시구조적변화를 관찰한 결과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세표벽이 얇아

지거나 셀률로즈의 결정역이 붕괴되지 않아 미시구조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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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 안료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색도 변화를 관찰하고자, 전통안료로 도색된 내장사의 구부재

를 방사선 조사하여 저장 기간에 따른 색상 변화를 관찰한 결과 20 kGy의 선량에서 2달이 경과

한 후에도 색상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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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선량 방사선 이용 생체조직 위생화 기술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본 실험은 골수복재를 감마선과 전자선으로 조사한 후에 일반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의 균수

를 측정하여 방사선원에 따른 멸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골수복제의 carrier로

사용되는 carboxymethylcellulose에서의 미생물과 virus의 사멸률을 측정하여 carboxymethyl

-cellulose를 포함하는 골수복제의 멸균 선량을 계산하고, 선량에 따른 carboxymethylcellulose

의 점도를 측정하여 골수복제의 중요한 이화학적 물성인 점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방사선

량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 조사된 골수복재의 저장 조건에서의 일반세균과 효

모 및 곰팡이의 균수를 측정하여 저장 기간에 따른 멸균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arrier인 CMC 분해 억제 조건인 vitamine C 첨가와 나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에서의 미생물 사멸률 변화 측정한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골수복제 demineralized bone

matrix를 포함하는 carrier carboxymethylcellulose의 이화학적 품질과 bone morphogenetic

protein의 활성에 관한 변화를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골수복제의 품질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골수복제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in vitro models

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방사선 사멸율 분석

Carboxymethylcellulose에 demineralized bone matrix가 혼합된 골수복재를 30 kGy의 선량

으로 골수복재를 조사하였다. 골수복재는 carboxymethylcellulose와 demineralized bone matrix

가 질량 비율로 70:30으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Demineralized bone matrix의 제작 과정은 보

고된 문헌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Bone과 muscle을 철저히 분리한다. 골

수가 있는 부분의 뼈의 치밀골 부분에서 많이 분리가 된다. 물로 세척한다. 분리한 뼈를 물에

담가 놓는다. 뼈를 잘게 (1 x 3cm) 자른다. 잘게 자르면 자를수록 좋다. 95% EtOH에서 하룻밤

동안 방치 시킨다. 뼈가 충분히 잠기도록 용매를 넣어준다. hood에서 1시간 동안 air drying

시킨다. diethyl ether으로 약 6시간 동안 defatting 시킨다. 반응 시키는 동안 분쇄기의 냉매를

확인 해 준다. hood에서 1시간 동안 air drying 시킨다. particle size 가 150 ~ 710㎛이 되도록

분쇄한다. H2O2 3% 5㎖/g를 이용하여 표백한다. 잔존 과산화수소가 없어 질 때 까지, 거품이

발생하지 않을 때 까지, 물로 세척한다. hood에서 하룻 동안 air drying 시킨다. HCl 0.5N 20

㎖/g으로 3hr 동안 demineralization 시킨다. 중화시킨다. PBS 탈회 시킨 바로 직후 pH는 약

2.0대 이고 PBS로 세 번 가량 washing 할 경우 약 7.0 ~ 7.4 사이의 안정한 pH를 유지한다.

중화 적정시 생기는 염을 DW를 이용하여 3번 정도 washing해 준다. 약 4일 정도 freezing

drying 한다.

실험 재료는 세안에서 판매하고 있는 carboxymethylcellulose sodium salt를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방사선 조사를 위해 골수복재를 각각 10 g씩 취하여 멸균된 polyethylene bag (20

× 30 cm; Sunkyung, Seoul, Korea)에 넣은 다음 포장한 후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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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Jeongeup, Korea) 내 선원 480 kCi, 60Co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

용하여 실온 (14 ± 1oC)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및 3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

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전자선 조사는 ELV4-electron accelerator(Energy 10 MeV, beam power 570 kW)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와 동일한 총 흡수선량을 갖도록 하였다. 이때 에너지는 10 MeV beam current 1

mA 였다. 그리고 낮은 투과력 때문에 CMC powder pack의 두께는 3 mm로 하여 조사하였다.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된 CMC powder는 실온에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감마선 또는 전자선 조사된 골수복재를 물에 희석 시키 후 혼합희석평판배양법에 의해 일반

세균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즉, 시료 1 g을 멸균 peptone수(0.1%, Difco Co., Detroit, USA) 9

mL에 부유시켜 Stomacher lab blender (model W, Interscience Co., Nom, France)에서 2분간

혼합한 다음 희석액 1 mL에 미리 준비한 50oC의 Plate Count Agar (PCA, Difco Co., Detroit,

USA) 15 m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시료와 배지를 잘 섞은 후 굳혀 37oC에서 2일간 배양한 후

집락수가 30～300개가 형성된 평판배지의 것을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으로 나타냈으며, 미생물 검출을 위한 최소 한계치는 101 CFU/g이었다. 한편, 효모 및

곰팡이는 단계별로 희석된 용액을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Co., Detroit, USA)에 도

말하여 25oC에서 5일간 배양한 후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미생물과 virus의 carboxymethyl

-cellulose의 사멸률을 측정하기 위한 model pathogen으로서 대장균과 poliovirus (Fig. 1-66)를

사용하였다.

대장균은 Escherichia coli DH5a [(endA1 hsdR17 supE44 thi-1 recA1 gyrA (Nalr) relA1

D(lacIZYA-argF)U169 deoR (f80dlacD(lacZ)M15)] 를 사용하였다. 대장균을 위한 배지로는 LB

broth (10 g/L of tryptone, 5 g/L of yeast extract, and 10 g/L of NaCl) (Difco, Sparks, MD)

를 사용하였으며, 배양은 30oC에서 16 hr 동안 수행하였다. 배양 후 활성화된 cell은 4000 g에

서 10 min 동안 4
o
C의 온도에서 원심분리되었다. 배양액은 멸균된 saline solution으로 세척 후

1010 CFU/mL의 농도가 되도록 현탁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의 사멸률의 측정은 적

절히 희석된 100μL aliquot 을 LB 배지에 도말한 후 30oC에서 48시간 배양 후 colony forming

unit (CFU)값을 구함으로써 확인되었다.

Fig. 1-66. Escherichi coli (left과 polioviru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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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C-MK2 derivative (ATCC CCL-7.1TM)는 America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에서 분양받았으며 75 cm2 plastic cell culture flasks에서 10% fetal bovine serum and 2%

penicillin-streptomycin (10,000 unit/mL)가 첨가된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 (EMEM)

를 이용하여 37 oC, 5% CO2의 조건에서 배양되었다. Poliovirus 1 (ATCC VR-1562TM)는

LLC-MK2 derivative에서 번식되었다. polivorus의 정제는 Murchie et al. (2007)등의 방법을 따

랐다. poliovirus의 titre는 50% 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s per mL (TCID50/mL)의 방법을

사용하여 구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골수복재를 30oC의 가속저장 조건에서 10개월 보관한 후 물에 희석 한 후 혼

합희석평판배양법에 의해 일반세균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즉, 시료 1 g을 멸균 peptone수(0.1%,

Difco Co., Detroit, USA) 9 mL에 부유시켜 Stomacher lab blender (model W, Interscience Co.,

Nom, France)에서 2분간 혼합한 다음 희석액 1 mL에 미리 준비한 50oC의 Plate Count Agar

(PCA, Difco Co., Detroit, USA) 15 m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시료와 배지를 잘 섞은 후 굳혀

37oC에서 2일간 배양한 후 집락수가 30～300개가 형성된 평판배지의 것을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으로 나타냈으며, 미생물 검출을 위한 최소 한계치는 101 CFU/g

이었다. 한편, 효모 및 곰팡이는 단계별로 희석된 용액을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Co., Detroit, USA)에 도말하여 25oC에서 5일간 배양한 후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Demineralized bone matrix로부터 골형성 단백질의 분리

1 g의 방사선 조사된 demineralized bone matrix 또는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대조군

demineralized bone matrix에 0.2 M tris-HCl buffer (pH 7.2) 6.5 ml를 첨가하여 37oC shaking

water bath를 이용하여 2시간 반응하였다. 이후 demineralized bone matrix을 이루고 있는

collagen을 제거하기 위하여 collagenase (final Con. 20 CDU/ml), 3mM MgCl2, 3mM CaCl2,

20mM NaCl, 3mM N-ethylmaleimide(NEM), 0.1mM phentlmethanesulfonyl fluoride(PMSF),

0.1mM benzamidine-HCl와 collagenase (final conc. 100 CDU)를 첨가하여 37oC shaking

water bath에서 16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반응 후 20분 동안 4000 rpm에서 원심분리 한 후 상

층액을 새 tube로 옮겼다. 반응용액에 사용된 염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4 oC에서 16 시간 이상

투석을 하였다. 투석한 후 얻어진 용액을 동결 건조하여 얻어진 단백질을 0.1M

Tris-HCl(pH7.4) 10ml에 용해하여 냉동상태(-20oC)로 보관하였다

골형성 단백질의 정량

Demineralized bone matrix로부터 분리된 골형성 단백질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BCA

(bicinchoninic acid) Protein Assays와 SDS-PAGE를 사용하여 BMP-2와 BMP-7 단백질의

intensity를 비교하였으며, 또한 demineralized bone matrix을 직접 C2C12 cell을 이용한 ALP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골형성 단백질에 의한 osteoinductivity를 정량화하였다.

BCA 정량의 상세한 방법은 Sigma사의 BCA protein assay kit의 instruction을 따랐다. 단백

질 시료는 purified BSA를 1X D-PBS에 각각 2,000, 1,500, 1,000, 750, 500, 250, 125, 25 mg/ml

이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25 ml의 단백질 시료를 200 ml의 BCA working solution과

섞은 후 37 oC에서 30분간 반응시켜 발색되도록 하였다. 흡광도 측정은 ANTHOS에서 제작한

GENYTH3100을 사용하였으며, A595에서 측정하였다. 단백질의 SDS-PAGE 전기 영동 방법은

다음과 같다.전기영동 키트의 고유한방법에 따라 유리판을 casting하였다. Stacking gel과



- 199 -

running gel 용액을 준비하였다. Gel preparation을 위해서는 Mini-gel (10x8cm, 0.75mm thick)

의 경우 running gel 4 ml과 stacking gel 0.6이 소요되었다. Running gel 용액에ammonium

persulfate와 TEMED를 첨가한 후 거품이 나지 않을 정도로 신속히 섞고 pipette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유리판 사이의 공간에 부었다. Stacking gel의 높이를 고려하여 running gel용액을

부어준 후 그 위에 증류수 또는 alcohol을 조심스럽게 가해주었다. Gel이 굳을 때까지 방치하

였다. Gel이 굳으면 상층에 가한 ethanol과 acrylamide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보이는데 이때

ethanol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수 차례 씻어주었다. 미리 준비해 놓은 stacking gel 용액에

ammonium persulfate와 TEMED를 첨가한 후 신속히 섞고 pipette을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유

리판 사이의 공간에 붓고 comb을 끼웠다. Gel이다 굳으면 조심스럽게 comb을 빼낸 후 형성된

well을 증류수로 여러 차례 세척하였다. Casting한 gel을 전기영동장치에 장착하고 전기영동용

완충용액을 위와 아래의 완충용액탱크에 부었다. Well에 조심스럽게 시료를 가하였다.

전기영동 기구를 전원에 연결시킨 후 정전압 또는 정전류에서 전기영동을 하였다. 이동지표

인 bromophenol blue가 gel의 끝부분에 도달하면전원을 내리고 전기영동 장치로부터 유리판을

분리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을 조심스럽게 gel판으로부터 분리한 후 플라스틱 또는 유

리용기에 옮기고 staining solution을 부었다. Shaker에 올려놓은 후 30분-1시간 염색하였다. 수

도물로 가볍게 세척해 주고 destaining solution을 부어준 후 shaker에 올려 놓았다. Destaining

solution을 수차례 교환하면서 gel의 염색시약이 모두 빠지도록 하였다. 또한 demineralized

bone matrix을 직접 C2C12 cell을 이용한 ALP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골형성 단백질에 의한

osteoinductivity를 정량화하였다. C2C12 cell을 이용한 ALP assay 방법은 다음과 같다. C2C12

cell을 5×104 cell/well 농도로 24 well plate에 seed 한다. cell seed 한지 4시간 이상 지난 뒤

배지를 교환(1%　FBS media) 한 후 transwell을 24 well plate에 넣고 DBM을 100 mg 처리한

다. 배지는 1 ml 넣는다. 48시간 배양 후 배지를 버리고 차가운 PBS로 2번 정도 wash 한다.

PBS를 깨끗이 제거 한 후 0.5% Triton-100/PBS를 500 ul ~ 1 ml 정도 well에 넣고 실온에서

1-2min 기다린다. 스크래퍼로 긁어 cell을 떨어뜨린다. frozen/thawed 3번 반복해 cell

membrane을 파괴시킨다.

Sample을 series dilution 한 후 50 ul씩 plate에 넣고 blank로는 enzyme buffer만 넣는다. 50

ml pNPP substrate solution을 넣고 RT에서 10-20 분간 incubation 한다. 50 ml stop solution

넣고 빨리 섞어 준다. 40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standard(assay buffer)는series dilution해

405nm에서 함께 측정 한다. 실험에서 얻어진 값들은 SPSS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하고

유의성이 있는 경우 least square 평균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평균간의

유의성차를 확인하였다(p<0.05).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된 CMC　powder의 미세구조는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시

료를 carbonyl tape으로 채취한 뒤 sputter coater (Spi supplies, West Chester, USA)를 이용

하여 10～30 nm의 두께로 백금을 코팅하고 주사전자현미경 (JEOL,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가속전압 15～20 kV에서 700배 확대하여 촬영하였다. 근육세포주인 C2C12 세포주는 한국세포

주은행(KTCC)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DMEM(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배지

에 10%의 우혈청 및 항생제로써 페니실린, 스트렙토 마이신을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MCT3T3-E1(clone-4) 조골 전구세포는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고, α-MEM (modified Eagles medium)배지에 우혈청 배지

및 항생제를 위와 같은 농도를 첨가 하여 배양하였다. 세포의 분화를 위하여 400 mM ascor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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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와 5 mM의 b-glycerophosphate(sigma)를 배지에 첨가하여 사용하였고, 세포주 계대 배양

을 위하여 trypsin-EDTA(Gibco-BRL)를 사용하였다.

세포독성 평가

C2C12 세포를 5 x 104 x 10/well이 되도록 96 well plate에 x 1ing하고 2시간 동안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세포를 plate 표면에 완전히 부착시키고, ate (Demineralized Bone

Matrix) powder로부터 추출된 teP (Bone Morphogenic Protein)를 0, 50, , ,, 200 pg/ml의 농도

로부터4, li, 96시간 부착 하고, 반응이 끝나면 5 mg/ml의 MTT (3- (4,5-1imethylthg하

zol-2yl)-2,5-1iphenyl-2H-tetr하zolium l-omide) 시약을 30 μl씩 각각의 li, 96첨가하여 2시간동안

반응 시키고, 상등액을 nic 다. 상등액geni된 li, 96DMSO표면에 완μl를 첨가하여 보라색의

form하zan을 녹인 후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595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비부착

구와 부착구의 흡광도 값을 비교하여 %로 나타내었다.

Cell survival = (처리구 Optical Dencity /비처리구 Optical Dencity) x 100

ALP(alkaline phosphatase) OC(osteocalcin) 측정

MC3T3-E1 cell을 1×105 cell/well 농도로 24 transwell plate에 seeding 한다. 세포의 부착을

위해서 2시간 동안 37℃ 5% CO2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조사된

DBM을 100 mg씩 첨가한 후, 24, 48 시간 반응 후 배지를 버리고 차가운 PBS로 2번 정도 세척

한다. PBS를 깨끗이 제거 한 후 각각의 well에 0.5% Triton-100/PBS를 1 ml 가하고 실온에서 2

min동안 기다린다. 스크래퍼로 긁어 cell을 떨어뜨린 후, frozen/thawed 3번 반복해 cell

membrane을 파괴시킨다. 상등액을 분리한 후 ALP와 OC 측정을 위하여 -80℃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Bioassay system (Hayward, CA., USA) QuantichromTM alkaline phosphatase

assay kit를 이용하여 ALP를 측정하였고, Biomedical technologies사의 Mouse osteocalcin EIA

kit를 사용하여 표준곡선 대비 OC의 양을 측정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골수복재를 3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이나 전자선으로 조사하여 혼합

희석평판배양법에 의해 일반세균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 PCA 와 PDA에서 모두 균체가 검출

되지 않았다. 따라서 30 kGy의 선량에서는 감마선이나 전자선의 방사선종에 관계없이 미생물

들이 효과적으로 멸균된다는 것이 확인되어졌다.

미생물 멸균에 관한 선량은 1967년 IAEA에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영국, 덴마크,

소련의 전문가들은 수술용 봉합사나 주사기와 같은 의료용품의 안전한 멸균을 위해서는 25

kGy의 선량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어 1973년과 1990년 에서도 IAEA에서는 의료용 생

물학적 재료의 멸균을 위해서는 25 kGy의 선량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최근에는 2002년

IAEA, 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ing (AATB), European Association of Musculo

Skeletal Transplantation (EAMST) 등이 bone tissue의 미생물 멸균을 위해서는 최소 25 kGy

의 dose를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용된 30 kGy의 선량에서 세균이나 효모 등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이러한 선행 보고들의 결과들에 의해 뒷받침이 되며 또한 30 kGy의 선량

에서 미생물 멸균을 위한 선원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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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ier내의 박테리아의 사멸률

대장균의 saline과 carboxymethylcellulose에서의 감마선에 대한 사멸률을 측정하였다. 선량에

따른 대장균의 CFU의 변화는 Fig. 1-67에 나타내었다. 사멸률의 측정 결과 saline solution에서

의 대장균의 D10 value (90%의 대장균이 사멸되는 선량)은 약 0.053 kGy의 값을 가졌으며,

carboxymethylcellulose내에서의 대장균의 사멸률은 0.215 kGy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사멸률의

차이는 carboxymethylcellulose내에서는 방사선에 따른 free radical들에 의한 indirect effect 들

이 carboxymethylcellulose에 의하여 감소가 되기 때문에 saline solution보다 높은 D10 value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Carrier내의 바이러스의 사멸률

Carboxymethylcellulose에서의 virus에 대한 사멸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non-envelop single

strand virus인 poliovirus를 model virus로 사용하였다. 선량에 따른 polivorus의 titre의 변화

는 Fig 1-68에 나타내었다. 사멸률의 측정 결과 saline solution에서의 poliovirus의 D10 value는

약 0.29 kGy의 값을 가졌으며, carboxymethylcellulose내에서의 poliovirus의 사멸률은 2.84

kGy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사멸률의 차이는 대장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carboxymethyl

-cellulose내에서는 방사선에 따른 free radical들에 의한 indirect effect 들이 carboxymethyl

-cellulose에 의하여 감소가 되기 때문에 saline solution보다 높은 D10 value를 나타내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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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7. Radiational sensitivity of Escherichia co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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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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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8. Radiational sensitivity of poliovirus

방사선 조사에 의한 멸균 선량의 6 log10 으로 결정되어진다. 즉 carboxymethylcellulose에서

얻어진 D10 value의 6배를 선량을 계산할 경우 대장균에서는 약 1.3 kGy, poliovirus에서는 약

18 kGy의 선량을 멸균선량으로 예측할 수 있다. 기존의 보고에서 HIV나 HAV에 대한 D10

value들은 poliovirus와 유사한 값들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poliovirus를 model virus로 하여 구

한 D10 value를 바탕으로 30 kGy 이상을 멸균 선량으로 예측할 수 있다. 30 kGy의 감마선 조사

된 골수복제를 30oC의 가속저장 조건에서 10개월 보관 후, 미생물의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그 결

과 아래의 Fig. 1-69 서와 같이 호기성 박테리아나, 효모 등에서 모두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로 멸균된 골수복제 제품이 외부와의 접촉이 없는 일반적인 저장 조

건에서 미생물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준다.

Fig. 1-69. Effect of gamma irradiation fo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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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C 분해능 억제 조건에서의 미생물들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멸률 측정

방사선 조사에 의한 carrier CMC의 분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vitamine C를 첨가한 경우와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에서 미생물에 의한 사멸률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야 대장균을 임의적으로 접종하여 그 사멸률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1-70에서와 같이 감마

선조사에 의한 CMC 분해 저해능과 같은 경향으로 사멸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vitamine C의 첨가와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에서 모두 사멸률이 증가하였

으며, 특히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에서 사멸률이 0.2 kGy에서 약 0.6 kGy

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멸균을 위한 25 kGy이상의 선량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여 멸균 선량에

서는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에서도 미생물의 완전 사멸률이 이루어질 것으

로 예측된다.

Fig 1-71에서는 감마선조사에 의한 vitamine C의 첨가와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

의 조사에서 바이러스의 사멸률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장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두 사멸

률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에서 사멸률이 vitamine C

를 첨가한 경우 보다 증가하였다. 하지만, 폴리오바이러스의 사멸률은 대장균과 비교할 그 증

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원인으로는 바이러스 자체의 높은 D10 value로 인하

여 방사선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으로 바이러스의 사멸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의 radiolysis에 의

한 간접적 영향을 제어할 수 있는 vitamine C와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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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0. Radiational sensitivity of Escherichia coli under different irradiatio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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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1. Radiational sensitivity of Polivirus under different irradiation conditions

Fig. 1-72 에서는 선종에 따른 사멸률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자선에 의한 대장균의 사멸률

을 측정한 결과 CMC 내에서는 감마선에 의한 사멸률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전자선의

경우 고분자지만, 전자저해하는 vitamine C와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는

사멸률의 차이를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이것은 감마선 조사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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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2. Radiational sensitivity of Escherichia coli under different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Fig. 1-73에서는 전자선에 의한 폴리오바이러스의 사멸률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다. 감마선

에 의한 사멸률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자서의 경우 고분자의 분해를 저해하는 vitamine C와

-70oC의 온도에서 얼려져 있는 상태의 조사는 사멸률의 차이를 크게 증가시키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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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3. Radiational sensitivity of Poliovirus under different electron beam irradiation conditions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골수복제의 물리적 특성의 저해를 억제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 공정에서

미생물의 사멸률은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지만, 멸균을 위한 최소 선량 25 kG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변화인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최적 멸균 조건에서 처리된 골수복제의 품질평가

Carrier carboxymethylcellulose에 demineralized bone matrix를 첨가하여 demineralized

bone matrix를 혼합하지 전후와 방사선 조사 전후의 점도를 측정하였다. 아래 Fig 1-74에서와

같이 demineralized bone matrix를 첨가함에 따라 carboxymethylcellulose의 점도는 증가하였

으며, 3.5% 농도의 carboxymethylcellulose에 30 wt%의 demineralized bone matrix를 첨가할

경우 30 kGy의 감마선 조사 이후의 점도가 3% carboxymethylcellulose와 같은 수준의 값을 갖

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후의 carboxymethylcellulose의 점도 감소는

demineralized bone matrix의 첨가에 의해 원하는 물성을 갖도록 조절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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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1940

688

2833

1490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 CMC 0 kGy 3.5% CMC 0 kGy 3.5%CMC 30 kGy 3.5%CMC+DBM
0 kGy

3.5% CMC+DBM
30 kGy

sample

cP
 (e

3)

Fig. 1-74. Effect of demineralized bone matrix on the viscosity of carboxy methyl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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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ineralized bone matrix를 30 kGy의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 후 bone morphogenetic

protein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C2C12 cell을 이용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Fig. 1-75과 같이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bone morphogenetic protein의 활성이 감소되었으나

전사선 조사에 의하여 bone morphogenetic protein의 활성은 증가된 것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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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5. Effect of irradiation on the activity of demineralized bone matrix

Demineralized bone matrix로부터 bone morphogenetic protein 단백질을 추출하여 BCA를 이

용한 단백질을 정량한 결과 아래 Fig. 1-76과 같이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추출된 단백질의 양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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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6. Effect of irradiation on bone morphogenic protein

SDS-PAGE를 통해서 확인된 Fig. 1-77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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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7. bone morphogenetic protein의 SDS-PAGE

Demineralized bone matrix를 carrier인 carboxymethylcellulose와 혼합하여 전자선 조사한

결과 아래 Fig. 1-78과 같이 전자선 조사에 의하여 C2C12에서 ALP 활성이 증가된 것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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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8. Effect of carboxymethylcellulose on the activity of demineralized bone matrix



- 208 -

30 kGy의 전자선으로 조사된 demineralized bone matrix를 SEM으로 분석한 결과 (Fig.

1-79) 조사 전에 비하여 조사 후의 demineralized bone matrix의 grannule의 크기가 감소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자선 조사 후 demineralized bone matrix의 grannule의 크기가 작

아짐으로 인해서 bone morphogenetic protein의 추출 효율이 증가된 것으로 예측된다.

Fig. 1-79. demineralized bone matrix의 SEM image

골수복제의 품질평가를 위한 in vitro model 비교

- 세포독성 평가

0, 30 kGy로 조사된 DBM 으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의 세포 독성을 관찰하기 위해서 12.5,

25, 50 μg/ml의 단백질 농도로 C2C12 Cell line에 첨가 하였을 때 반응시간별(12, 24, 48 시간)

세포 성장을 관찰 하였다. DBM으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은 일부 BMP를 포함하고 있고 이

BMP가 포함된 단백질이 세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에 관하여 평가 하였다. 단백질의 첨가

와 각 시간대별 영향은 세포의 증식에 어떠한 변화을 주지 않았으며, 첨가된 단백질의 양에

관하여도 세포증식에 어떠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BMP 단백질은

세포의 증식 보다는 세포의 분화 유도에 더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ALP 활성

0, 30 kGy로 감마선, 전자선으로 또는 vitamin C 첨가군과 deep freezing 처리되어 조사된

DBM이 ALP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각 처리구에서 100 mg의 DBM powder

를 취한 뒤 transwell plate를 사용하여 MCT3T3-E1 cell line에 24 시간 동안 반응 시켰을 때,

세포내 ALP를 정량한 결과 비조사구에 비하여 30 kGy 조사구에서 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감마선과 전자빔으로 조사된 조사구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 또한 vitamin

C가 첨가된 그룹에서 ALP 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deep freezing 처리후 조사된 그룹에서도

높은 활성이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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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0. Cytotoxicity of DBM protein on C2C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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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1. alkaline phsphate activity in MCT3T3-E1 cell line

- Osteocalcin 활성

0, 30 kGy로 감마선, 전자선으로 또는 vitamin C 첨가군과 deep freezing 처리되어 조사

된 DBM이 Osteocalcin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서 각 처리구에서 100 mg의

DBM powder를 취한 뒤 transwell plate를 사용하여 MCT3T3-E1 cell line에 24, 48 시간

동안 반응 시켰을 때, 세포내 osteocalcin을 정량한 결과 24시간 동안 처리한 그룹에 비하여,

48시간 처리한 처리구에서 높은 발현양이 관찰되었으며, 비조사구에 보다는 30 kGy 조사구

에서 발현량이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마선과 전자빔으로 조사된 조사구에서는 선

원에 따른 발현을 비교해 볼 때, 감마선으로 조사된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발현양을 관

찰되었으며, vitamin C가 첨가된 그룹 또한 첨가하지 않은 그룹에 비하여 높은 발현양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또한 deep freezing 처리후 조사된 그룹에서도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하

여 높은 OS의 발현량이 관찰 되었다.

Osteocalcin release in DBM treated MC3T3-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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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2. Expression of osteocalcin in MCT3T3-E1 cell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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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전자선 조사 이용기술 개발

1. 선종별(감마선, 전자선)가 식품 주요성분(단백질, 탄수화물, 미량성분 등) 가공

적성 및 최종품질에 미치는 영향 비교분석

가. 선종별 조사가 해조류유래 탄수화물(퓨코이단/라미나란)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폐기되고 있는 저급 미

역에 함유된 다당류인 fucoidan 및 laminarin의 추출효율을 개선하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해

조 fucoidan 및 laminarin의 구조적 및 기능적 특성변화를 관찰하고자 실시되었다.

최근 많은 생리활성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해조류는 단단한

조체 및 세포벽 충전 물질로 인해 일반적인 육상생물에 비해 유용 성분의 추출이 어렵다. 그

러나 현재까지의 천연물 추출방법이 육상생물 중심으로 발달됨에 따라 유기용매, 미생물 및

효소처리, 초음파 처리, 물리적 처리 등과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조류 추출의 수율이 낮

고,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 중 발생하는 열로 인해 유용성분의 손실 및 높

은 점성으로 인한 문제점 등이 발생되고 있다. 해조류 중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미역

은 해수의 온도가 높아진 4~5월에 생산할 경우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 미생물의 번

식으로 미역의 색이 변색 미생품질이 저하된다. 품질이 저하된 저급 미역은 별다른 활용 방안

없이 바다에 그대로 폐기되미생해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세계 8대 해양국 중 하나로 해양 자원이 풍부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조류는 주요 수출 자원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풍부한 해양생물

자원을 단순히 식량자원이 아닌 고부가가치 기능성소재로 활용하여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는

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대인에게 있어

서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

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해조류와 같은 해양자원은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각광받는 소재로 이를 활용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등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방사선 기술은 이미 식

품의 유효성분의 추출 및 기능성 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해조류에도 본 기술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현재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의 대부분은 단순

히 식용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

되고 있다. 또한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의 산업적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화학적,

생물학적 (효소) 처리가 이용되고 있으나 시간 및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

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폐기되고 있는 저급미역에 함유된 기능성

다당류인 fucoidan 및 laminarin의 추출효율을 개선하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해조 fucoidan

및 laminarin의 구조적 및 기능적 특성변화를 관찰하여 산업적 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초자

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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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역

미역속 (Undaria)은 갈조식물문, 갈조강, 다시마목, 미역과에 속하는 대형 갈조류이며, 북서

태평양에서 일본의 따뜻한 지역의 연안, 한국과 중국의 해역에서 성장한다. 1971년 이래로 미

역은 프랑스와 뉴질랜드, 브리튼, 호주 및 아르헨티나 해안에서 발견되었다. 미역은 유용 갈조

류로서 저조선하의 암반에 서식하여, 해중림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연안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

할을 담당한다 (Brown and Lamare, 1994). 세계적으로는 3종이 알려져 있고 (Saito, 1972), 한

국에는 미역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er)과 넓미역 (Undaria peterseniana

(Kjellman) Okamura)의 2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 중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식용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는 미역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부형태와 상대생장의 차이에 따라 북방형 (Undaria

pinnatifida f. distans)과 남방형 (Undaria pinnatifida f. typica)의 2개의 품종으로 구분하였다

(Okamura 1915).

미역에는 영양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able 2-1). 이 뿐 아니라

phloroglucinol, alginate, carageenan, fucoidan, fucoxanthin등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존재하여

항산화, 항고혈압, 항암, 항혈액응고 및 항바이러스 활성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

고 있다.

그러나 미역 채취 시 해수의 온도가 비교적 높은 4~5월에 채취하게 되는 경우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 미역의 고유의 색이 변질되어 그 가치가 떨어져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해수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2-1. Nutritional contents of Undaria pinnatifida (Jung, 1988).

Weight of dry

products (%)

Weight of reference

products (%)

Water 16.0

Protein 12.7 34.2 in Porphyra

Lipid 1.5 1.6 in Laminaria

Carbohydrate 47.8 61.5 in Enteromorpha

Cellulose 3.6 13.0 in Hizikia

Mineral 18.4 34.0 in Hizikia

Per 100g of dry products Per 100 g of reference products

Vitamin A (I.U.) 140 38400 in Porphyra

Vitamin B1 (mg) 0.11 0.21 in Porphyra

Vitamin B2 (mg) 0.14 0.32 in Laminaria

Vitamin C (mg) 15 20 in Porphyra

Niacin (mg) 10 8 in Enteromorpha

Calcium (mg) 1300 1400 in Laminaria

Iodine (mg) 7.9 260 in Laminaria

Iron (mg) 13 106 in Enteromorp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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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 다당류

- Fucoidan

Fucoidan은 세포 내 골지체에서 합성되어 모든 갈조류의 주로 세포간 조직에 존재하며 종

에 따라 엽체의 삼출액 (exudate)에도 존재하는 다당류로서, L-fucose가 주로 α-1,3 결합으로

된 골격으로 D-xylose, D-galactose 및 uronic acid 등을 함유한 함황 hetero형 산성 다당이다

(. 2-가-1-1). 일반적으로 fucoidan은 L-fucose의 에스테르화황산을 주성분으로 하여

flucuronic acid를 함유한 U-fucoidan, 황산 fucose로 구성된 F-fucoidan, 그리고 galactose를

함유한 G-fucoidan으로 구분된다 (Sung, 2002). Fucoidan은 갈조류 등에 존재하는 기타 식이

섬유 다당인 alginate, carrageenan, laminarin 등과는 구조 및 생리적 작용이 다르고 오히려

동물의 혈액응고 저해능이 있는 산성 다당인 heparin과 구조 및 작용이 매우 유사하여 항혈

액응고 및 혈액정화활성을 나타낸다 (McCandless and Craigie, 1979). 또한,

antiinflammatory, antitumor, antiviral 및 immunosuppressive 등의 탁월한 생리활성이 밝혀

지고 있다 (Nagumo and Nishino, 1999). 이러한 생리적 기능성 이외에도 fucoidan은 점성이

낮고 우수한 용해성으로 수용성 식이섬유 소재로서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fucoidan

의 항암활성, 항 HIV, 항혈액응고 작용 등은 모두 polysaccharide 상태보다 작은 분자량 상

태에서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Fucoidan을 저분자화하는 방법으로 용매를 이용

한 화학적인 방법과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이 있으나 이 같은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

리고 경제적인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어 산업적으로 응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Koyanagi et al., 2003; Nishino et al., 1991; Schaeffer and Krylov, 2000).

- Laminarin

Laminarin은 갈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저장다당류로 Painter (1983) 및 Percival과

McDowell (1967)은 갈조류로부터 저분자 laminarin을 분리, 정제하여 구조분석한 결과 주로

β-1,3 결합으로 구성된 glucan이었으며, β-1,6결합을 35%정도 함유하였다고 보고하였다 (Fig.

2-1). Laminarin과 유사한 다당으로는 일본에서 항암제의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schizophyllan이 있으며, 강한 면역 증진 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Matsuyama et al., 1992),

정제도, 용해도 및 분자량의 크기 등에 따라 생리활성이 달라진다고 보고하였다 (Usui et al.,

1981). Laminarin은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β-glucan과 유사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며, 특히 식

물 및 동물의 면역활성 증진효과, radioprotective, antitumor 및 antibacterial activity에 관여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Albersheim et al., 1992). 그러나 해조류 내 함유된 laminarin은 다양

한 기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fucoidan, 알긴산 등과 같은 다른 다당류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미진한 실정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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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tructure of (a) fucoidan and (b) laminarin from brown seaweeds.

2) 시험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fucoidan 및 laminarin은 Sigm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증류수를

이용하여 10 mg/mL의 농도로 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저급 미역은

전남 완도에서 채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세정하여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4℃에 보관하였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60Co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였다. Fucoidan 및 laminarin은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

로 0, 10, 30, 50, 100 및 20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

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



전자공여능(%) = ( 1 -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 × 100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는 2% 이내였다. 모든 실험은 25℃에서 2주간 저장하여 실험하였다.

구조적 특성 변화

- 분자량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분자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Waters 269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시 사용한 컬럼은 PLaquagel-60

column (300 × 7.5 mm, 8 ㎛, Polymer laboratories, Ltd., UK)이었고, 검출기는 reflective

index detector (RI, Waters 2410)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0.1 M sodium nitrate를 사용하였

고 유속은 1.0 mL/min이었다. 시료 주입량은 200 ㎕였으며, 표준물질은 pullulan (Showa

Denko,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 UV scan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구조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분광광도계

(UV-1601PC, Shimadzu, Tokyo, Japan)을 이용하였다. 흡수 파장 영역은 200 ~ 400 nm영역에

서 측정하였다.

- FT-IR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기능기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a (Bruker Spectrophotometer VERTEX 70)를 이용하여 200 ~

400 cm-1의 영역에서 측정하였다. 준비된 시료와 KBr을 1 : 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pellet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 SEM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입자 관찰을 위하여 scannning electron

microscope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생리활성 평가

- 항산화 활성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1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

음 반응 용액을 분광광도계 (UV-1601PC)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Reducing power

Reducing power는 Oyaizu (1986)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 sodium

phosphate buffer (0.2 M, pH 6.6) 1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 1 mL을 혼합하여, 5

0℃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10% trichloroacetic acid 1 mL을 가하여 혼합한 후, 13,400 × g에

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 1 mL을 증류수 1 mL 및 ferric chloride ( 1 mg/mL)

0.1 mL과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산화 보호 지수 =
시료 처리군 산패 시간

대조군 산패 시간

▪Rancimat test

Fucoidan 및 laminarin의 항산화지수를 알아보기 위해 Metrohm Rancimat Model 743

(Heris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대조군으로 대두유 5 g을 사용하였으며, 시료

처리군으로는 대두유 4 g, 각 시료 1 g 및 유화제 0.1 g을 넣어 사용하였다. 측정값을 산화 보

호 지수로 환산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진행하였다.

▪지질산패도 측정

Fucoidan 및 laminarin의 지질산패도를 측정을 위해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를 이용하였다. 분쇄 돈육 5 g에 증류수 15 mL을 혼합하여 균질화 (DIAX 900,

Heidoph Co., Ltd., Germany)를 하였다. 균질액에 각 시료 1 mL을 혼합한 다음 37℃에 저장

하여 1시간 간격으로 3시간동안 저장하였을 때의 지질산패도를 측정하였다. 균질액 1 mL에

TBA/TCA 혼합액 (20 mM TBA in 15% TCA) 3 mL 및 7.2 % butylated hydroxytoluene 용

액 50 μl를 혼합한 다음 90℃에서 15분간 반응하였다. 반응 후 냉각하여 600 × g에서 20 분간

원심분리 (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Seoul, Korea)하였다. 그 후, 상층액을 취하여

분광광도계 (UV-1601PC)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측정하였다. 측정한 값은 mg

malondialdehyde/kg meat으로 환산하여 나타냈다.

- Tyrosinase 저해 활성

Tyrosinase 활성저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Jimenez et al., 2001). Mushroom tyrosinase (100 unit/mL)를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 0.2 mL의 혼합액에 시

료 0.2 mL을 첨가한 후 37℃에서 15분간 반응시켜 475 nm에서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

를 저해능으로 환산하였다.

저해능 (%) = [1-{(A-C)/B}] × 100

A : 시료 자체의 흡광도

B : 시료대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광도

C : 효소액 대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광도

- 멜라닌 생합성 저해 효과

멜라닌 생합성 저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ilodeau 등 (2001)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100 nM

α-MSH가 혼합된 media에 B16BL6 세포를 24-well plate에 1 × 105에 옮겨 담은 후 시료를 넣

어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PBS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시료에 1 N NaOH 100 ㎕를 혼합하여

70℃에 반응 후 잔존한 멜라닌 양을 405 nm에서 측정하였다.

-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 (Ames test)

복귀 돌연변이 시험은 Ames test (Ames et al., 1975; Maron and Ames, 1983)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전자형 확인을 위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대한 민감도 (uvrB 돌연변이), rfa 돌연변이의 유지여부 및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또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전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

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 (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

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 센터에서 계대 배양 중인 것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유전

형질이 확인된 균주는 nutrient broth No. 2 (Oxoid Ltd., Hampshire, England, UK)에 접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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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대사활성을 위한 간 균질액 (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것으

로 Oriental Yeast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5% (v/v)의 S9 mixture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9 mixture는 xt5re를/plate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성은 2-aminoanthracene (2-AA,

Sigma, St Louis MO, US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였다. 음성대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조

제에 사용한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물질로는 4-nitroquinoline-1-oxide (4-NQO),

sodium azide (SA) 및 2-AA를 Sigma사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대사활성계 적용 (+S) 및 미적용 (-S)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

으로 하였으며, 각 농도군당 2개 plate를 사용하였다. 시험물질 0.1 ml과 S9 mixture (또는 멸균

증류수) 0.5 ml에 배양액 0.1 ml을 top agar에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

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시험 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발성의

판정은 복귀변이 집락수가 용매 대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였다.

▪SOS chromotest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Escherichia coli GC4436으로부터 유래된 E. coli PQ37로써 균주는 30%

glycerol과 LB broth에서 하룻밤 배양한 균액을 1:1로 혼합하여 -20℃에 보관하였다. 사용균주

는 6개월마다 새로 준비하였으며 그때마다 uvrA mutation, rfa mutation과 PHOc gene의

constitutivity 및 sftA::lacZ fusion의 inducibility를 검사하였다.

▪돌연변이원 실험

Frame shift mutation과 point mutation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 실험에서 Quillardet와

Hofnung의 방법 (1985)을 변형시킨 Balk과 Ham의 방법 (1990)을 이용하였다. 냉동 보관된

PQ37균액 50 μl를 12 ml Luria-Bertani (LB) medium (peptone 4 g, yeast extract 2 g 및

sodium chloride 4 g을 증류수 400 ml에 용해)에 접종하고 37℃에서 배양하면서 600 nm에서

의 흡광도 측정치가 1.0에 이를 때까지 2시간 정도 진탕 배양하였다. 얻어진 균액을 LB

medium에 1/4로 희석하여 각 농도별로 준비된 시료 20 μl와 돌연변이원인 Mitomycin C

(Sigma 사)를 30 μl 혼합하여 90분간 37℃에서 배양하여 SOS 반응을 유도한 후 한쪽에는 β

-galactosidase 의 활성 측정을 위하여 B-buffer 1.8 ml을 첨가하여 37℃에서 5분간 배양한 다음

o-nitrophynyl-β-D-galactopyranoside (ONPG) 400 μl을 첨가하였고, 다른 쪽에는 alkaline

phosphate의 활성 측정을 위해 P-buffer 1.8 ml을 첨가하여 37℃에서 5분간 배양한 후

P-nitrophenyl phosphate disodium (PNPP) 400 μl를 첨가하였다. 그 다음 37℃에서 30분간 발

색한 후 β-galactosidase는 1.5 M Na2CO3 1.6 ml로 alkaline phosphate는 2.5 N HCl 0.8 m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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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unit =
1000 × O.D. at 420 nm

Reaction time (30 min)

R-factor =
β-galactosidase unit

alkalinephosphatase unit

Induction Factor =
실험군의 R-factor

대조군의 R-factor

2 M Tris 0.8 ml로서 효소에 의한 발색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분광광도계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수치를 이용하여

enzyme unit으로 나타낸 후 R-factor로 환산하여 최종적으로 유도지수 (IF = Induction Factor)

로 나타냈다. 측정식은 다음과 같다.

Fucoidan 및 Laminarin 추출

저급 미역 내 함유한 fucoidan 및 laminarin을 추출하기 위해 Mian 와 Percival (1973)과

Rioux (2007) 방법을 변형하였으며, 추출을 위한 적용단계는 Fig. 2-2에 제시하였다. 모든 시험

의 농도는 10 mg/mL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UndariaUndaria pinnatifidapinnatifida

Sample 60 g + 85% ethanol 600 mL Sample 60 g + 85% ethanol 600 mL 

Extracted at 70Extracted at 70℃℃

Residual fractionResidual fraction

Added 2% CaClAdded 2% CaCl22 solsol’’s, Extracted at 70s, Extracted at 70℃℃

Fraction A, LaminarinFraction A, Laminarin Residual fractionResidual fraction

Added 0.01M Added 0.01M HClHCl solsol’’ss

Extracted at 70Extracted at 70℃℃

Fraction B, FucoidanFraction B, Fucoidan

Gamma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Gamma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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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ed at 70Extracted at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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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ed 2% CaClAdded 2% CaCl22 solsol’’s, Extracted at 70s, Extracted at 70℃℃

Fraction A, LaminarinFraction A, Laminarin Residual fractionResidual fraction

Added 0.01M Added 0.01M HClHCl solsol’’ss

Extracted at 70Extracted at 70℃℃

Fraction B, FucoidanFraction B, Fucoidan

Gamma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Gamma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Gamma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Gamma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Fig. 2-2. Extraction methods of the fucoidan and laminarin from low-grade Undaria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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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벽 관찰

저급미역의 세포벽을 관찰하기 위해 일정한 크기 (1 mm × 1 mm × 1 mm)로 자른 후 2.5%

glutaraldehyde 용액에 침지하여 고정시킨 다음 PBS로 세척하였다. 그 후 Epon 812 embedding

media protocol에 의해 시료를 제조한 후 ultra-thin sections (0.6 mm/s, 70 m thickness)를 거친

후 Bio-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Bio-TEM, TecnaiG2 Spirit, FEI company, USA)로 관

찰하였다.

ESR measurements

시료를 분쇄한 후 일정량을 ESR 시료 용기에 충진하고 ESR spectrometer (JES-TE300, Jeol

Co., Japan)에 의해 분석하였다. ESR spectroscopy의 실험조건은 magnetic center field 337 mT,

microwave frequency 9,431.859 MHz, microwave power 0.5 mW, signal channel의 time

constant 0.1 sec, sweep time 1 min 등의 조건으로 라디칼을 측정하였다.

화학적 조성 및 구조적 특성

- 단당류 분석

Fucoidan 및 laminarin의 단당류 함량 분석을 알아보기 위해 산가수분해를 통해 Bio-LC

DX-600 (Dionex,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시료 (100 ng)에 2 M

trifluroacetic acid 400 μL 를 첨가한 후 100℃에서 4시간 가수분해를 하였다. 반응 후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이동상 (0.1 M sodium nitrate)으로 용해하여 분석하였

다. 유속은 1 mL./min이었으며 컬럼은 CarboPac PA1 (4.5 × 250 nm, Dionex)을 사용하였

다.

- sulphate 함량 측정

저급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의 sulphate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1,9-dimethyl-dimethylene

blue (DMMB) 법을 이용하였다 (Farndale et al., 1986). 즉 시료 0.1 mL에 0.2 mL의 DMMB

용액 (dimethyl-dimethylene blue 16 mg, glycine 3.04 g, sodium chloride 2.37 g/L)을 첨가

하여 혼합한 다음 분광광도계 (UV-1601PC)를 이용하여 525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condroichin-6-sulphate (sigma)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 분자량 측정

저급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분자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Waters 269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시 사용한 컬럼은 PLaquagel-60

column (300 × 7.5 mm, 8 μm, Polymer laboratories, Ltd., UK)이었고, 검출기는 reflective

index detector (RI, Waters 2410)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0.1 M sodium nitrate를 사용하

였고 유속은 1.0 mL/min이었다. 시료 주입량은 200 μL였으며, 표준물질은 pullulan (Showa

Denko,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 UV scan

저급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구조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해 분광광도계

(UV-1601PC)을 이용하였다. 흡수 파장 영역은 200 ~ 400 nm영역에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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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저급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dml 암세포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는

Charmichael등(15)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한 세포 HaCaT

(human skin) 및 B16BL6 (skin cancer)등은 Korean Cell Line Bank(KCLB)로부터 구입하였다.

각 세포의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00unit/mL 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한 DMEM(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암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 × 104 cells/well이 되게 분주하

고 시료를 20 μL 첨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였고, 대조군은 시료와

동량의 DMSO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30 μL를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 당 DMSO 100 μL를 가하여

30분간 교반한 뒤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암세포주의 성장억제효과를

측정하였다.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저급 미역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

수 (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Model 400)를 사용하여 120초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Difco)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0℃에서 48 시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저급 미역의 색도 변화를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Illuminant D65 10° 광원을 사용하였다. 기계는 측정 전 표

준흑판과 표준백판을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Hunter color L* (명도, lightness), a* (적색도,

redness) 및 b* (황색도, yellowness)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Spectra Magic Software

(version 2.11, Minolta Cyber Chrom Inc.)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경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저급 미역의 경도 변화를 Texture analyzer (TA XT2i, 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lastic plunger (cylinderical type, 10 mm diameter)로 test

speed 2.0 mm/s, deformation ratio 25%, load cell 5 kg의 조건으로 1회 압착 시험을 실시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돈육 패티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돈육 패티는 Table 2-2과 같이 주원료에 시료를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분쇄

돈육, 돈지방 및 식염은 시중에 판매되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혼합은 각각의 원료

를 배합순서에 맞게 혼합기 (M15 mixer, Falsf Co., Spain)에 넣은 후 혼합하였다. 혼합육을 100

g 정도의 무게와 10 mm의 두께를 갖도록 성형한 후 Cooker (NUVUES-3 cooker, Menominee,

MI, USA)를 이용하여 95℃에서 30분간 가열처리 하였다. 조리된 돈육 패티는 1시간 동안 상온

에서 방냉하고 Al-PE laminated 복합필름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하였다.



- 221 -

Table 2-2. Formulation for manufacturing pork patty

Materials Contents (g)

Ground pork 70.7

NaCl 1.3

Water 7, 8

Pork back fat 20

Sample 1, 0

Total 100

지질산패도 측정

지질산패도는 Jo와 Ahn (2000)의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

정하였다. 즉, 시료 5 g에 50 ㎕의 BHA (7.2% in ethanol)와 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 (DIAX 900)로 균질화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TCA 용액 (20 mM

thiobarbituric acid in 15% trichloroacetic acid) 3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 간 가열하

였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 (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on, Korea)를

이용하여 원심분리 (3,000 rpm, 20분)한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였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

malondialdehyde/g meat (wet weight basis)으로 표시하였다.

색도 측정

돈육 패티의 시료 단면을 Color Difference Meter(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Illuminant D65 10° 광원을 사용하였다. 기계는

측정 전 표준흑판과 표준백판을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Hunter color L*(명도, lightness),

a*(적색도, redness) 및 b*(황색도, yellowness)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Spectra Magic

Software(version 2.11, Minolta Cyber Chrom Inc., Osaka, Japan)를 이용하여 기록하였다.

경도 측정

Fucodian/laminarin 첨가에 따른 돈육 패티의 경도 변화를 Texture analyzer (TA XT2i, 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lastic plunger (cylinderical type, 10 mm

diameter)로 test speed 2.0 mm/s, deformation ratio 25%, load cell 5 kg의 조건으로 1회 압착

시험을 실시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미생물 분석

Fucodian/laminarin을 첨가하여 제조한 돈육 패티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 (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120초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및 potato dextrose agar(Difco)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각

각 30℃에서 48 시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 (1997)에서 프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적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 간의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p < 0.05).

3) 연구결과 및 고찰

구조적 특성

▪분자량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분자량 측정 결과를 Fig. 2-3에 제시하였다.

Fucoidan의 경우 비조사군은 83 kDa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

소하여 10, 30, 50, 100 및 200 kGy 조사 처리 시 각각 30, 15, 11, 7 및 6 kDa로 나타났다.

Laminarin의 경우 비조사군은 15 kDa으로 나타났으며, fucoidan과 마찬가지로 조사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분자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나타난 변화는 다당류를

결합하고 있는 glycosidic bond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Sokhey and Hanna, 1993;

Simic, 1983).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기술은 fucoidan 및 laminarin을 저분자화하는데 효과적

인 기술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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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he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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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scan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UV spectra 관찰한 결과를 Fig. 2-4에 제시하였

다. 실험결과, fucoidan 및 laminarin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각각 280 및 260 nm에서 흡광도의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여 조사에 의해 각 시료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예측할 수 있었

다. 또한 두 시료 모두 감마선 조사에 의해 pH가 감소하였는데 (data not shown), 이는

carboxylic group이 형성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Ulanski and Rosiak (1992)에 따

르면 키토산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여 UV scan을 하였을 때 247 및 290 nm에서 흡광도의 수

치가 변화하였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키토산의 carboxyl 또는 carbonyl group에 영향을 받았다

고 보고하였다. 반면, Nagasawa 등(2000)은 알긴산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265 nm에서 변

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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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UV spectra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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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Fig. 2-가-1-4에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FT-IR 측정결과를 제시하였

다. Fucoidan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면 3458, 2930, 1736, 1639, 1251, 1056, 829 및 583 cm-1에서

흡수파장을 나타냈다. 3458, 2930 및 1056 cm-1 파장영역은 각각 OH, C-H 및 C-O를 나타낸

것이라 판단된다 (Yang et al., 2008; Chandia and Matsuhiro, 2008). 전체적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의 기능기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1736 및 1639 cm-1의 두 파장영역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증폭이 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carboxyl group

의 형성에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Laminarin의 경우 3399, 2921, 1641, 1077, 1039 cm-1에서 흡수파장을 나타냈다. 3399, 2921,

1077 및 1039 cm-1영역의 흡수파장은 각각 OH, C-H 및 C-O를 뜻한다. C-O는 1200~950 cm-1

파장에서 나타나는 기능기이며, 950~750 cm-1은 α-D-glucan 및 β-D-glucan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정 파장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Mathlouthi and Koenig, 1986). 또한 fucoidan과 마찬가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laminarin의 기능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1641 cm-1영역에서의 변

화가 관찰되었는데 이는 carboxyl group의 형성에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glucan 내의 carboxyl 및 caybonyl group에 영향을 받았다는 Huang 등(2007)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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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FT-IR spectra of the (a) fucoidan and (b) laminarin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SEM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입자 균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주사전자현미

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Fig. 2-6, 7). 관찰 결과, 두 시료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

자가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탄수화물 입자 및 다당류가

균열이 발생하였다는 연구는 발표된 바 있다 (Byun et al., 2008; Abu et al., 2006). Sokhey and

Chinnaswamy (1993)의 보고에 따르면 저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전분 입자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전분 입자 구조의 파괴 원인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 연

구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및 laminarin의 glycosidic bond가 균열되어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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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SEM images of gamma irradiated fucoidan at different doses; (a) 0 kGy, (b) 10 kGy, (c)

30 kGy, (d) 50 kGy, (e) 100 kGy and (f) 2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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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a) (b) (c)

(f)(e)(d)
Fig. 2-7. SEM images of gamma irradiated laminarin at different doses; (a) 0 kGy, (b) 10 kGy, (c)

30 kGy, (d) 50 kGy, (e) 100 kGy and (f) 200 kGy.

생리적 특성

- 항산화 활성

최근 다양한 종류의 천연 항산화제들이 보고되어 있지만, tocopherol만이 항산화제로서 사용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항산화력과 낮은 가격 때문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합성 항산화제

인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와 butylated hydroxianisole (BHA)는 과량 섭취 시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im et al., 2001),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어 사용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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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고 있다. 반면에 천연항산화제로 이용되고 있는 α-tocopherol 및 ascorbic acid 등은 그 항

산화 효과가 낮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이 있어(Oh et al., 2007), 보다 안전하고 효

력이 강한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항산화 활성을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Fig. 2-8에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결과는

제시하였다. Fucoidan의 경우 비조사 처리 시 59.2%의 활성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 50 kGy 조사 처리 시 89%까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uda 등

(2005)은 Scytosiphon lomentaria에서 추출한 fucoidan이 항산화 활성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Laminarin의 경우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5.7%의 매우 낮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나

조사에 의해 그 활성이 크게 증가하여 50 kGy 처리시 44.2%의 활성을 보였다. Kim 등(2008)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hyaluronic acid의 DPPH 라디칼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새로운 double bond의 형성과 연관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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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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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ing power

본 실험법은 노란색의 반응액이 시료에 의해 녹색 또는 파란색으로 바뀌는 정도의 값을 흡

광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즉 반응액에 항산화제 (시료)에 의해 Fe3+/ferricyanide 혼합물이

ferrous form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Fe2+농도의 측정을 700 nm에서 형성된 Perl's Prussian

blue가 형성되어 측정되는 원리로 실험에 사용한다 (Kim et al., 2008). Fig. 2-9에는 감마선 조

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reducing power 측정결과를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두 시

료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에 의존적으로 흡광도의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 Reducing power와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Ahn et al., 2004; Kim et al., 2008). 본 실험을 통해 감마선 조사에 의

해 fucoidan 및 laminarin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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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he reducing power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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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cimat test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산화안정성 평가한 결과를 Fig. 2-10에 제시하

였다. Rancimat test는 고온 (130℃ 내외)에서 공기를 유지에 불어넣어 산화를 촉진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휘발성 물질을 초순수 증류수에 흡수시켜 전기전도도로 산화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

로 과정이 단순하고 재현성이 있으며 1회에 많은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hoi et

al., 1992). Rancimat은 유지의 산화안정도가 길수록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 산화안정도를 평가

한 결과 대조구인 대두유의 산화보호지수 (protection factor, Pf)를 1로 산술하였을 때 모든 시

료 처리군이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였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hyaluronic acid 및 시나몬, 생강류와 같은 향신료는 유지의 지질산화를 억제하

였다고 보고하였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2008; Murcia

et al., 2004). 본 연구결과, Fucoidan 및 laminarin에 감마선 조사를 하게 되면 유지의 지질산화

를 억제할 수 있어 식품산업에서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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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Antioxidant effect (Pf)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using Rancima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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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RS measurement

시료의 지질산화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돈육에 적용하여 TBARS 법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Fig. 2-11). 돈육에 시료 및 대조군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여 37℃에서 3시간동안 저장하였을

때의 지질산화도를 알아보았으며, 대조군으로는 시료를 용해한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실험결

과 대조군보다 fucoidan 및 laminarin 첨가구과 돈육의 지질산화를 억제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3시간 저장하였을 때의 결과를 보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돈육의 지질산화가 억제

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laminarin 첨가구에서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었다. Pulla 등

(1992)의 보고에 따르면 카레의 성분 중 하나인 curcumin이 첨가된 돈육은 일반 돈육보다 지

질산화를 억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감마선 조사한 fucoidan 및

laminarin은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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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1.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values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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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rosinase 저해활성

피부의 색은 멜라닌 같은 피부 색소의 양과 분포에 따라 결정되며 멜라닌은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노사이트의 멜라노좀에서 tyrosine이 tyrosinase라고하는 효소에 의해 산화되어

생성되는데 여기에는 tyrosinase의 합성 및 전달에 관여하는 세포 내 조절인자, tyrosinase,

depachrom tautomerase, peroxidase, catalase, glutathione reductase 등의 gythh아 구리, 아연,

철 등의 금속이온 및 interferon, prostagrandin, cyclooxygenase등과 같음 mediator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피부노화 및 미백을 개선하기 위한 기능성성분을 개발하기 위

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Dooley, 1997; Huang et al., 2005).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na 및 laminarin의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를 Fig. 2-12에 제시하였다. Fucoidan이

laminarin보다 tyrosinase 저해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두 시료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이 소폭 증가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fucoidan은 tyrosinase 활성을 저해

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Kang et al., 2006).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저

분자화된 fucoidan 및 laminarin의 미백활성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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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2. Tyrosinase inhibition effects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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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닌 생합성 저해효과

멜라닌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페놀류의 고분자 물질로 검은 색소와 단백질의 복합체

이다. 멜라닌은 주위 피부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면 기미나 주근깨가 되고 주위 피부

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 멜라닌이 부족할 때는 저 색소 침착증이 생기며, 피부 멜라닌이

완전히 없을 때는 탈 색소증을 일으키게 된다. 멜라닌의 과잉 생산은 인체에 기미, 주근깨를

형성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하며 피부암의 유발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urm,

2002; Noriko et al., 2007).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멜라닌의 생합성을 저해 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및 laminarin의 멜라닌 생합성

저해 효과를 B16BL6세포를 이용해서 알아본 결과 fucoidan의 경우 Normal 세포와 큰 차이

는 보이지 않았으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멜라닌 함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Fig. 2-13). Laminarin의 경우, Normal 세포보다 멜라닌 함량이 높았으나 조사에 의해

효과적으로 멜라닌이 감소하였다. 앞선 tyrosinase 저해활성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

한 fucoidan 및 laminarin은 화장품 산업에서 미백활성제로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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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Inhibitory effect of melanogenesis by gamma irradiated (a) fucoidan and (b) laminarin

with different doses. Sample final concentracion is 1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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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Salmonella typhu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

Ames test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 strain에서 유래한 히스티딘 요구성 돌연변이주를

이용하여 간단히 복귀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TA100은 base pair substitution

mutaion을 TA98은 frameshift mutation을 검출하기 위해 만든 균주이다 (Ames et al., 1975). 이

시험법은 발암성 물질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어 일본의 경우, 노동성의 노동안전위생법

또는 후생성․통산성의 화심법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 감마선 조사한 fucoidan 및 laminarin을

첨가하였을 때 S. typhimurium TA98와 TA100에 대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하였다. 실험

에 사용된 두 균주의 생균수는 1.8 × 109ml-1 수준이었으며 예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5,000 ㎍plate-1를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대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적용 농도인 1,250～5,000 ㎍plate-1의 범위에서 복귀돌연변

이 집락수주에용매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주에 없과에 따라 나타났다. 또한 대

사활성계 5,-9 mix000e)를 도입하였을 때 시험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

이 시험나타났에서 시험한 모든 검체과에적용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간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Data not shown).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

배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톳, 문어 및 참치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시험적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전독성학적 변이원성 시험에서 감귤 정유 (Kim et al., 2005)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감마선 조사한 육제품이 유전독성학적으

로 안전하다는 Jo 등 (2005)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SOS chromotest

SOS chromotest에 사용되는 E. coli PQ37은 uvrA 돌연변이와 rfa 돌연변이로 되어 있어 돌연

변이원이 균주내로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어 SOS 반응이 증폭되어 sifA의 발현이 일어나면 β

-galactosidase의 활성으로 발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발색수준을 흡광도로 측정하여 유도지

수로 환산하여 돌연변이 유발능을 알아볼 수 있다 (Rueff et al., 1986; Ohta et al., 1984). SOS

chromotest는 비록 식품 내 일부 당 함량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흡광도를 측정하여

판정하므로 객관성이 유지되며, DNA 손상을 주는 유전독성물질의 검색에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또한 Ames test에서 밝혀진 돌연변이물질의 약 90%가 SOS 유발물질이었으며 이 두 방법

간에 정량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Quillardet et al., 1982; Quillardet et al., 1985).

감마선 조사한 fucoidan 및 laminarin을 첨가하였을 때 E. coli PQ37에 대한 돌연변이원성을 조

사한 결과를 Fig. 2-14에 제시하였다. 시험적용농도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5,000 mgassay-1를 최

고농도로 설정하여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시험적용농도에서 fucoidan 및 laminarin 대한

유도지수 수치는 1.35～1.58로 나타났다. 또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도지수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돌연변이원인 mitomycin C (0.01 mg ml
-1

)의 유도지수가 4.48 나타

난 것을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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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Genotoxicity of gamma irradiated (a) fucoidan and (b) laminarin in E. coli PQ37. The

mitomycin C concentration is 0.01 mg/mL.

수율 측정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여 fucoidan 및 laminarin을 추출하여 수율 측정한 결과를 Table 2-3

에 제시하였다. 저급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수율은 각각 1.56 및 1.31%로

나타났다. Roiux 등 (2007)에 따르면 Fucus vesiculosis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 및

alginate의 함량이 각각 2.6, 1.4 및 16.2 %라고 보고하였다. 해조류에 함유한 기능성 성분은 수

확조건, 추출조건 및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Painter, 1983). 저급미역에 50 kGy

로 조사하였을 때 fucoidan 및 laminarindm 함량이 3.08 및 1.63%로 증가하였다. Ayed 등

(1999)의 보고에 따르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과실에 함유된 anthocyanin 함량이 증가하였으

며, 이는 조사에 의해 과피 및 과육의 세포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Voisine et

al., 1983).



- 234 -

Table. 2-3. Total yield (%) changes of fucoidan and laminarin from low-grade Undaria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Fucoidan Laminarin

0 1.56d 1.31d

5 2.30c 1.40c

10 2.59b 1.53b

30 3.05a 1.63a

50 3.08a 1.65a

SEM1) 0.09 0.04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2).

세포벽 관찰

Bio-TEM을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저급 미역의 세포벽 관찰한 결과를 Fig. 2-15에 제

시하였다. 관찰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 내 세포벽의 두께가 얇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세포벽에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높은 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세포벽의 균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Wi et al., 2007). Kwon 등

(1993)의 보고에 따르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인삼의 세포벽에 영향을 받아 사포닌의 함량이

증가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역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저급 미역의 세포벽에

영향을 받아 fucoidan 및 laminarin 수율이 증가하였다고 판단되었다.

ESR measurements

앞선 연구결과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저급 미역의 세포벽이 영향을 받아 fucoidan 및

laminarin의 수율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라디

칼이 형성되어 세포벽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하에 ESR을 이용하여 저급 미역의 라디칼 생성정

도를 확인하였다 (Fig. 2-16). 연구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의 라디칼이 형성되었음을 확

인하였고 이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라디칼 형성이 증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라디칼이 형성되면서 저급 미역의 세포

벽의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fucoidan 및 laminarin의 수율이 증가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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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5. Bio-TEM images of U. pinnatifida gamma 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a) 0 kGy, (b) 10

kGy and (c)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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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6. ESR spectra of gamma irradiated U.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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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조성 및 구조적 특성

- 단당류 및 sulphate 함량 분석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여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단당 및 sulphate 함량 측정 결과

를 Table 2-4에 제시하였다. 단당류 분석 결과 fucoidan의 경우 fucose (12.8%) 및 galactose

(10.8%)가 주성분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glucose 및 mannose가 각각 0.2 및 0.4%로 확인되

었다. Laminarin의 경우 glucoserk 76.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fucose 및 galactose가 소

량 나타났다. 또한 fucoidan의 주요 기능기의 sulphate 함량을 측정한 결과 약 0.05%로 나타

났으며, laminarin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모든 시료에서 단당 및 sulphate함량은 조사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ucoidan 및 laminarin을 구성하는 단당의 함량

은 이전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바 있다. Rupérez 등(2002)에 따르면 Fucus vesiculosus에서 추

출한 fucoidan의 중성당, uronic acid 및 sulphate 함량은 각각 48, 9 및 12%로 나타났다고 보

고하였다. Laminarin의 경우 Fucus vesiculosus 중성당이 89.6%로 가장 많으며, 소량이

uronic acids (약 9.3%)가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 (Rioux et al., 2007).

Table 2-4. The monosaccharide and sulphate contents of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Sample

Irradiation

dose

(kGy)

Chemical composition (unit: g/100 g)

Fucose Galactose Glucose Mannose Sulphate

Fucoidan

0 12.80 10.80 0.20 0.40 0.05

5 12.70 10.50 0.20 0.40 0.05

10 12.90 10.70 0.20 0.40 0.05

30 12.60 10.80 0.10 0.30 0.05

50 12.60 10.70 0.10 0.30 0.05

SEM
1)

0.10 0.08 0.06 0.09 0.04

Laminarin

0 0.80 0.10 76.10 0.00 0.00

5 0.70 0.10 76.30 0.00 0.00

10 0.90 0.10 76.40 0.00 0.00

30 0.80 0.10 75.90 0.00 0.00

50 0.70 0.10 76.00 0.00 0.00

SEM 0.08 0.02 0.1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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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7 -

- 분자량 측정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여 저급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분자량 측정 결과를

Fig. 2-17에 제시하였다. 미역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분자량은 각각 88 및 25 kDa으로 나타났다. Fucoidan의 경우 5, 10, 30 및 50 kGy 조사처리

시 79, 65, 64 및 64 kDa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분자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laminarin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 내 함유된 fucoidan 및

laminarin을 구성하고 있는 glycosidic 결합이 균열됨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판단된다

(Sokhey and Hanna, 1993; Simic, 1983). Rioux 등(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은 추출시 사용하는 유기용매에 의해 분자량에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하

였다. 본 연구결과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미역 내 함유된 다당류를 추출하게 되면 추출효율

이 개선되면서 저분자화 하는데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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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7. The average molecular weight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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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 scan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저급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UV specra 변화를

Fig. 2-18에 제시하였다. 측정 결과,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고 fucoidan 및 laminarin이 조사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 270 nm에서 흡광도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Ulanski and Rosiak (1992)에 따르면 키토산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여 UV scan을 하였을 때

247 및 290 nm에서 흡광도의 수치가 변화하였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키토산의 carboxyl 또

는 carbonyl group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Nagasawa 등(2000)은 알긴산의 경

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265 nm에서 변화하였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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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8. UV spectra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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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 평가

-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저급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결과를 Table 2-5

에 나타냈다.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경우 49.14 및 14.59%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 일부 연구에서 F. vesiculosus를 비롯한 해조류에 함유

되어 있는 함황산성 다당류는 항산화 활성을 갖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Rupérez et al., 2002;

Xue et al., 2001).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50 kGy 조사 처리 시 fucoidan 및 laminarin은 각각 55.40 및 29.82%

로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Feng 등(2008)은 저분자화된 키토산은 고분자일 때보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앞선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및 laminarin을 구조가 변형되어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영향을 미쳤

다고 판단된다.

- Reducing power

저급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reducing power 측정한 결과를 Fig. 2-19에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및 laminarin 모두 reducing power가 증

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Feng 등(2008)은 저분자화된 키토산이 고분자일 때 보다 높은 환원력

을 보였다고 발표하였다. 항산화 기작은 carboxylic group의 형성과 관련있다는 연구가 보고

된 바 있다 (Kim et al., 2008). 본 연구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및 laminarin의

carboxyl group이 형성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Fucoidan Laminarin

0 49.14b 14.59b

5 49.54b 15.77b

10 54.58a 27.91a

30 55.31a 28.03a

50 55.40a 29.82a

SEM1) 0.73 0.9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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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9. The reducing power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 fucoidan and (b) laminarin.

- Tyrosinase 저해 활성

Melanin 생성 억제물질의 탐색법으로는 tyrosinase 활성 저해실험, 배양색소 세포를 이용한

실험, 실험동물에서의 in vivo 실험, 그중 멜라닌 합성의 key enzyme인 tyrosinase활성 저해

실험이 melanin 중합체 억제제 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채택되고 있다 (Shaheen et al., 2005).

저급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결과를 Fig. 2-20에

제시하였다. Fucoidan이 laminarin보다 tyrosinase 저해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연

구에서 fucoidan이 tyrosinase 저해활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Kang et al., 2006).

앞선 연구에서 fucoidan 및 laminarin 용액을 감마선 조사하였을 때 tyrosinase 및 멜라닌 생

합성 저해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저급미역에 조사하여 추출한 두 시료 모두 조사에 의

해 tyrosinase 저해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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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0.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 fucoidan and (b) laminarin.

-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MTT 검색법은 96-well plate를 사용하며 검사결과를 ELISA reader (Multiwell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많은 시료를 간단하게 판독할 수 있어 세포독성 및 세포증식 검색법으로

서 sulforhodaminb (SRB) 검색법과 더불어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Ah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저급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및 laminarin의 화장품 산업에서의 이용가능

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연구로 피부 정상세포인 HaCaT 세포와 피부암 세포인 B16BL6를 이

용하여 알아보았다. 실험에서 사용한 농도는 4 mg/mL을 최고 농도로 하여 실험에 진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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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먼저 정상세포인 HaCaT 세포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면 laminarin은 독성이 관찰되지 않

았으나 fucoidan의 경우 2 mg/mL이상의 농도에서 세포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21). Fig. 2-22에서는 피부암 세포인 B16BL6에 대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두 시료

모두 0.5 mg/mL 이상의 농도에서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음을 확인하였으나, 조사에 의한 유의

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귤정유에 감마선 조사하였을 때 피부 및 간암세포

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나 조사에 의한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Kim

et al., 2005). 본 연구결과 fucoidan 및 laminarin 모두 0.5 mg/mL의 농도를 첨가하였을 때 정

상세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 공중보건산업에

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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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 Cell survival rate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on HaCaT cell line;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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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 Cell survival rate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on B16BL6 cancer cell

line; (a) fucoidan and (b) laminarin.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저급 미역의 미생물 오염도 측정 결과를 Table 2-6에 제시하였다. 비조

사군의 경우 4.77 ± 0.05 Log CFU/g의 일반호기성미생물이 검출되었으며, 3 kGy 이상의 조

사 처리 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라 미생물의 수는 증가하였으며, 2주 저

장하였을 때 비조사군의 경우 6.33 ± 0.02 Log CFU/g의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3 kGy 처리군

에서도 3.33 ± 0.06 Log CFU/g이 검출된 반면, 5 kGy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

서, 5 kGy의 감마선 조사는 미역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인 기술이라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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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 Microbial population (Log CFU/g) of the low-grade U. pinnatifida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t 25℃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7 14

0 4.77±0.051) 6.10±0.04 6.33±0.02

1 3.47±0.04 4.50±0.04 4.61±0.02

3 ND2) ND 3.33±0.06

5 ND ND ND

1) Mean±standard deviation (n = 3).
2)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2 CFU/g.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한 저급미역의 색도 변화를 저장기간에 따라 관찰하였다 (Table 2-7). 명도의 경

우 5 kGy 조사 처리 시 명도가 감소하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색도 및 황색도는 조사선량 및 저장기간에 따른 값은 일관적이지는 않았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녹차 잎의 명도가 감소하였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Jo et al., 2003), 이

와 유사한 결과로 carotenoids 색소 (Byun et al., 2002), 간장 (Song et al., 2001)등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명도가 감소하였다고 발표된 바 있다. 본 연구결과 5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는

미역 고유의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조직감 측정

Table 2-8에는 감마선 조사한 저급미역의 경도 측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측정결과 5 kGy 조

사 처리시 경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가 미역의 조직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Byun

등 (199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저급미역의 경도가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

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미역 내 알긴산이 저분화가 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5 kGy 미만의 감마선 조사는 미역의 경도에 미치지 않고 저장안전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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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Hunter color values of the low-grade U. pinnatifida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t 2

5℃

Hunter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7 14

L

0 32.66a 32.54a 32.50a

1 32.80a 32.45a 32.50a

3 32.96a 32.21a 32.33a

5 34.40b 34.48b 33.45b

SEM1) 0.62 0.60 0.59

a

0 1.52 1.53 1.55

1 1.80 1.80 1.81

3 1.77 1.75 1.73

5 1.76 1.76 1.75

SEM 0.18 0.17 0.16

b

0 6.27 6.17 6.25

1 7.11 7.63 7.55

3 6.93 6.73 6.85

5 5.96 6.22 6.15

SEM 0.65 0.64 0.67

1) Mean±standard deviation (n = 3).
a-b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2-8. Texture (hardness) changes of the low-grade U. pinnatifida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t 25℃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7 14

0 386.49a 385.10a 383.44a

1 386.15a 385.30a 381.49a

3 382.61a 381.85a 380.78a

5 323.30b 320.76b 320.29b

SEM1) 5.25 8.83 8.05

1) Mean±standard deviation (n = 3).
a-b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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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산패도 측정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저급미역에 함유된 fucoidan/laminarin 첨가한 돈육 패티의

지질산패도 측정 결과를 Fig. 2-23에 제시하였다. 실험결과, fucoidan/laminarin 첨가군이 대조

군에 비해 돈육 패티의 지질산화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티의 조사에 의한 지질 산패

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2004)의 감마선 조사와 로즈마리

추출물 병용 처리한 햄버거 스테이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조사는 산

소가 있는 조건하에서 지방의 산화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 시 tocopherol 및

ascorbic acid 등 다양한 천연 항산화제의 첨가 및 진공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지방의

산화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Lee et al., 2005). Kang 등(2003)은 고기완자에 로즈마리, 파슬리,

민트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후 냉장 저장 하였을 때, 무첨가구와는 달리 냉장 초기

에 산가 및 TBARS 함량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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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 TBARS values of the pork patties added with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 by gamma

irradiation.

색도 측정

Table 2-8는 fucoidan/laminarin을 첨가하여 제조한 돈육 패티의 색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적색도 및 황색도의 경우 시료 첨가구 및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도의 경우 시료 무첨가군과 laminarin 첨가구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fucoidan 첨가구의 경우 명도 값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으며 이는 패티의 조사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였다. 이는 추출한 fucoidan에 잔존하는 갈색색소인 fucoxanthin

색소의 파괴에 의해 명도가 높아진 것(Jeon et al., 2003)으로 생각된다. Bekhit 등(2003)은 항산

화제가 냉장 저장 중 우육 패티에 대한 색 변질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항산화제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 247 -

Table 2-8. Hunter color values of pork patties with extract fucoidan and laminarin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Sample
Irradiation dose

(kGy)
L a b

Control

0 66.20 2.62 13.81

2 66.38 2.40 14.76

4 65.94 2.47 14.49

6 66.72 2.13 14.21

8 66.38 2.70 14.26

SEM1) 1.29 0.30 0.53

Fucoidan

0 59.90b 2.80b 11.61b

2 63.76ab 3.42a 14.77a

4 62.55ab 3.35a 13.12ab

6 60.18b 3.50a 13.07ab

8 64.44a 3.25b 14.40ab

SEM 1.62 0.34 1.25

Laminarin

0 66.11 2.43ab 13.87ab

2 68.54 2.95ab 16.17a

4 68.08 3.06ab 13.97bc

6 68.02 3.56a 15.43ab

8 66.74 1.47b 12.88c

SEM 1.41 0.38 0.77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경도 측정

추출한 fucoidan/laminarin 첨가 돈육 패티의 경도 변화를 Fig. 2-24에 제시하였다. 실험 결

과 fucoidan/laminarin 첨가구가 무첨가구보다 경도가 약 2배 정도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조사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ucoidan/laminarin 첨가구가 무

첨가구에 비해 낮은 경도를 나타내는 것은 패티의 보수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미역 페이스트 첨가 시 패티의 경도를 감소하였다는 Hwang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다. Moe 등(1995)에 따르면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은 생고분자로서 분자간 matrix 내에 수

분을 포집하는 능력이 강하다고 발표하였다. 미역 내 함유된 생고분자 물질인 fucoidan

/laminarin을 패티에 첨가하면 전체적으로 패티의 보수성이 증가하여 패티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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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4. Hardness profile analysis of the pork patties added with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tract by gamma irradiation.

미생물 오염도 평가

Fucoidan/laminarin 첨가한 돈육 패티의 미생물 오염도 측정결과를 Table 2-9 에 제시하였

다. 패티 비 조사구의 경우 모든 시료 처리구에서 3.17 ～ 3.48 Log CFU/g의 미생물이 검출되

었으며, 조사에 의해 미생물이 사멸하였다. Oh 등(2004)에 따르면 로즈마리 추출 분말을 첨가

한 햄버거 스테이크에서 약 5 Log CFU/g이 검출되었으며 조사에 의해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

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실크 펩타이드를 첨가한 햄버거 패티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 et

al., 2007). 시료 무첨가구의 경우 패티 2 kGy에서 3.07 Log CFU/g이 검출된 반면,

fucoidan/laminarin 첨가구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laminarin이 패티 내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Table 2-9.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s of the pork patties added with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tract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Microbial contaminatin (unit : Log CFU/g)

Control Fucoidan Laminarin

0 3.48a 3.17a 3.24a

2 3.07b NDb NDb

4 NDc2) NDb NDb

6 NDc NDb NDb

8 NDc NDb NDb

SEM1) 0.05 0.06 0.04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2) Viable colony was not detect at detection limit < 102 CFU/g.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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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종별 조사가 재구성 돈육포의 단백질 구성성분 및 소화율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필요성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의 제어 및 가공 적성 개선에 있어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등의 국제 기구에서 이미 50여년간의 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과 안전성이 인정

된 비열처리 살균 및 가공 기술이다(변명우 1997). 방사선 중 60CO, 136Cs와 같은 방사선 동위

원소를 이용한 감마선은 미생물의 생장제어와 식품가공 적성 개선에 널리 쓰이고 있으나 조

사 후 식품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잔존물에 대한 잘못된 소비자의 인식 때문에 특수식품을

제외한 일반식품에 적용하기 매우 힘든 것이 국내의 현실이다(Cleland MR 1983). 이에 비해

전자선은 투과력이 약해 식품 성분 변화를 최소화하고 설비비용이 감마선 조사시설보다 저렴

할 뿐만아니라 방사선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다

(Killam et al 1966, Morganstern KH 1977). 이러한 감마선 및 전자선을 식육제품에 적용할 경

우 미생물 제어(Byun & Lee 2003.)가 가능하며 더불어 연도 개선(Yook et al 1999), 선홍색 발

색(Lee et al 1999)과 같은 가공 적성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Min & Lee 1999). 한

편, 육포는 저장기간이 길며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 간식 또는 술안주에서 특

수식품까지 폭 넓게 섭취 및 이용되고 있는 식품이며(Park & Lee 2005), 특히 근래에는 생산

단가를 낮추기 위해 돼지고기의 비선호 부위를 분쇄 후 재구성하여 제조한 재구성 육포까지

생산되고 있다(Choi & An 1996). 이러한 재구성 돈육포에 방사선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재구성 돈육포에 대한 연구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재구성 돈육포의 이화학적

특성(Oh et al 2008), 유화물 첨가(Choi et al 1996) 및 인산염의 종류와 첨가수준(Choi & An

1996)에 의한 결착성, 미세조직 및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미비하다. 하지만 재구성 육

포와 제조 방식이 유사한 분쇄 우육 스테이크에 대한 국외의 연구(Penfield 1992, Farouk et

al 2005, Raharjo et al 1995) 등이 있으나 전자선을 응용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함량이 50% 이상 되는 파프리카 및 매실 추출액 첨가 재구성 돈

육포에 감마선 및 전자선을 조사하여 이로 인한 단백질 품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재구성 돈육포의 제조

파프리카와 매실액 추출액이 첨가된 돈육포는 Choi & An(1996)의 제조 방법에 따라 도축

후 1주가 경과된 국내산 냉동 돈육의 후지(M. semitendinosus) 부위를 4℃ 냉장실에서 내부

온도가 -1～ -2℃가 될 때까지 해동시킨 후 고기의 근섬유 방향으로 0.5cm 두께로 저미어

과도한 지방과 결체조직을 제거하였다. 해동 후 지방을 제거한 돈육을 3.0 cm 두께로 잘라

잘 섞은 후 -20℃에서 2시간 동안 냉동시킨 뒤 분쇄하였다. 분쇄육 2 kg에 2 L의 냉수,

NaCl 60 g, 및 인산염(sodiumtripolyphosphate) 4 g을 섞어 bowl cutter (MSK 760-Ⅱ,

MADO Co., Koeln, Germany)에서 2분간 유화 혼합 후, 유화물을 첨가하여 4℃에서 10분간

meat mixer (RM-90, MANICA Co., Avila, Spain)에서 혼합시켰다. 여기에 300 g의 육포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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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료(Griffith seasoning)와 전보(Oh et al 2007)에서와 같이 구입한 파프리카 추출액(KBF-701,

Korea Bio Food, Korea)과 제조한 매실 추출액을 분쇄육에 대하여 각각 0.5 (w/w) 및 3.5%

(w/w) 첨가하여 10분간 재혼합시켜 충진기(OSCA 20, FREY, Hamburg, Germany)로

fibrous casing(직경 10 cm)에 충전하였다. 이 후 -20℃에서 4시간 동안 냉동시켜 -4℃에서 1

시간동안 tempering하고 fibrous casing을 제거 후 0.5 cm로 절단하여 60℃의 smokehouse

(NU-VUES-3 cooker, Menominee, USA)에서 6시간동안 건조하였다. 제조된 시료는 150 g 단

위로 알루미늄과 PE가 증착된 멸균 복합필름 포장지에 담은 후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를

하였다.

전자선 및 감마선 조사

전자선 조사는 ELV4-electron accelerator (Energy 2.5 MeV, Beam power 40 kW)를 이용

하였으며, 에너지는 2.5 MeV, beam current는 각각 1.9, 3.2, 4.5 및 6.4 mA이었다. 흡수선량

이 3, 5, 7, 1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선원 490 kCi, Co-60 감마선 조사시

설(IR-70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Ottawa,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 (20±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은 전자선과 동일하도록 조사하였다.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

된 시료의 흡수선량 확인은 dosimeter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일반성분과 지방 산패도

수분, 조단백질(N×6.25) 및 조지방은 AOAC표준방법(AOAC 1995)에 따라 정량하였다.

지방산패도는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

5 g에 50 μL의 BHA (butyl hydroxy anisole, 7.2% in ethanol)와 멸균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 (DIAX 900, Heidolph Co., Schwabach, Germany)로 균질화 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 (2-thiobarbituric acid)/TCA (trichloroacetic acid) 용액(20 mM TBA in 15%

TCA) 2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였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원심분리(2,000 rpm, 15 min)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였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μg malondialdehyde/g sample

(wet basis)로 표시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및 단백질 품질 평가

구성아미노산은 6N HCL을 이용한 산가수분해법으로 시료를 처리하여 아미노산 자동

분석기(Biochrom 20, Pharmacia biotech.)로 분석하였으며, cysteine은 Felker &

Waines(1987)의 방법에 따라, tryptophan은 Spies & Chamber(1948)의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Trypsin 비소화성물질(TIS)의 정량은 Rhinehart법(Felker & Waines 1975)을 개량한 Ryu &

Lee(1985)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In vitro 단백질소화율은 Satterlee et al(1979)과 AOAC의

방법(AOAC 1982)을 수정한 Ryu et al(1998)의 방법으로 실험, 계산하였으며,

C-PER(computed protein efficiency ratio)과 DC-PER(discriminant computed protein

efficiency ratio)은 AOAC의 방법(AOAC 1982)에 따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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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파프리카와 매실 추출액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돈육포에 전자선과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았을 때에는

수분 함량이 25% 정도로 시판 중인 돈육포(22.25%)나 다른 연구자들이(Oh et al 2008, Han et al 2007)

보고한 결과(19～22%) 보다 높았다(Table 2-10). 이는 다른 연구자들과 달리 돼지고기를 재구성하지 않

고 0.5 cm로 얇게 썰어 건조하였으므로, 같은 건조 조건(60℃, 6 hrs)이라도 수분 건조량이 다르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전자선을 조사하면 7 kGy가 될 때까지 계속 줄어들어 20% 수준 까지 떨어

졌으나 10 kGy가 되면 오히려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감마선 조사의 경우에도 비슷했지만

전자선보다는 수분함량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조사된 돈육포의 단백질 함량은 조

사량에 따른 차이가 없이 50% 전후이었고 건물 중량 기준으로도 65～67%로서 기존의 결과들과 유사

하였다. 또한 전자선 조사의 경우에는 3 kGy 또는 5 kGy일 경우에는 감마선 조사 시료와 비슷한 수

준이었으나 7 kGy와 10 kGy 조사 시료는 55～58%(69～74% 건물 중량 기준)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들 시료 중에 다른 시료들보다 상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2～4% 정도 낮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에 따른 지방 함량은 조사선량이나 종류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다른 연구들의 결과보다는 2～3% 정도 낮았다. 이는 제조 과정 중의 지방 제거 정도의 차이와 추출액

첨가에 따른 상대적 감소 현상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Table 2-10. Proximate composition of irradiated pork jerky with electron beam and gamma ray.

(%)

Sampl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Control 25.28±0.19 50.67±0.56 4.61±0.41

E-beam (3 kGy) 22.03±0.28 50.88±0.50 5.24±0.23

E-beam (5 kGy) 21.83±0.10 52.19±0.94 6.78±0.19

E-beam (7 kGy) 20.03±0.13 55.75±1.69 4.29±0.10

E-beam (10 kGy) 22.28±0.47 57.69±2.56 3.81±0.12

Ɣ-ray (3 kGy) 22.82±0.48 49.13±0.19 3.82±0.25

Ɣ-ray (5 kGy) 22.07±0.50 50.69±1.94 4.37±0.30

Ɣ-ray (7 kGy) 23.54±0.39 50.81±2.50 5.54±0.23

Ɣ-ray (10 kGy) 24.12±0.16 49.44±0.56 4.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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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아미노산 조성

건물 중량 기준으로 65% 이상의 높은 단백질 함량을 보이는 구성아미노산 조성을 Table 2-11에 나

타내었다. 모든 시료들의 필수아미노산 조성은 쇠고기 단백질(Damodaran S 1996)보다 뒤떨어지지

않았으며, 성장기 어린이에게 특히 필요한 lysine과 histidine의 함량은 다소 높았다. 조사에 따른 개별

필수아미노산 함량 저하는 leucine에서 발견되었으나 다른 필수아미노산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

만 황함유아미노산인 methionine과 cysteine에서는 심각하여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radiolysis에 의한 S-S bond의 파괴로 이러한 아미노산 함량이 심하게 줄어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11. Total amino acid profiles of irradiated pork jerky with electron beam and gamma

ray. (g amino acid/16g N)

Amino

acid
Control

E-beam

(3 kGy)

E-beam

(5 kGy)

E-beam

(7kGy)

E-beam

(10kGy)

Ɣ-ray

(3 kGy)

Ɣ-ray

(5 kGy)

Ɣ-ray

(7 kGy)

Ɣ-ray

(10 kGy)

Asp 9.79 9.49 9.77 9.78 9.57 10.42 10.24 10.51 10.09

Thr 4.38 4.42 4.16 4.11 4.05 4.78 4.89 5.02 4.81

Ser 3.59 3.56 3.51 3.57 3.29 3.79 3.59 3.78 3.64

Glu 15.63 16.02 15.26 15.65 15.42 15.49 15.28 15.52 15.28

Pro 3.81 4.25 3.83 4.77 4.22 3.26 3.99 3.81 4.06

Gly 3.95 4.15 3.74 5.74 4.37 4.64 4.34 4.25 5.14

Ala 5.29 5.21 4.98 5.60 4.94 5.96 5.35 5.53 5.56

Val 5.16 6.69 5.80 5.46 5.27 5.41 5.78 5.86 5.58

Ile 4.46 4.66 4.23 4.29 4.15 4.03 4.45 4.69 4.30

Leu 8.03 7.80 7.99 7.19 6.99 7.49 8.07 8.38 7.81

Tyr 3.55 3.30 3.26 3.25 3.10 2.89 2.98 3.29 3.01

Phe 3.89 3.62 3.37 3.66 3.42 3.70 3.73 3.96 3.88

His 3.66 3.79 3.66 3.50 3.28 3.79 3.93 4.19 3.94

Lys 8.95 11.00 9.50 9.90 8.98 8.11 8.97 8.92 8.84

Arg 5.33 6.02 5.30 5.15 5.10 7.37 6.21 6.93 6.77

Met 2.82 2.72 2.84 2.71 2.68 2.54 2.20 2.18 2.05

Cys 1.60 1.17 1.07 1.19 1.02 1.15 1.16 1.02 1.09

Trp 1.77 1.38 1.69 1.55 1.67 1.28 1.39 1.14 1.44

Amm 2.84 2.62 2.90 2.68 3.10 2.60 2.60 2.70 2.61

Total 98.50 101.87 96.86 99.73 94.62 98.71 99.14 101.68 9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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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소화율과 단백효소비소화성 물질

조사하지 않은 돈육포의 소화율은 78%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지만 조사량이 커질수록 계속 상승하

여 전자선일 경우에는 87% 수준(7 kGy)에 이르고 그 이상에서는 약간 떨어졌다(Fig. 2-25). 감마선의

경우 5 kGy까지는 서서히 높아졌다가 그 이상에서는 변화가 미미였다. 하지만 전자선에 비해 소화율

상승효과는 크지 않아 최고 82% 수준에 머물렀다. 전자선의 경우에는 돈육 단백질의 mild

denaturation이 7 kGy까지는 일어나지만 감마선은 조사 효과가 심하여 5 kGy 수준에서도 소화되기

좋은 구조가 극대화되기는 하지만 전자선의 보다 바람직한 구조가 되질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돈육

이나 그 가공품의 단백질 소화율(in vitro)에 대한 보고는 찾아보기 힘드나 돈육으로 제조한 유사소시

지(sausage analogue)의 소화율은 80% 정도이고 저지방 쇠고기(lean beef)는 85%라고 알려져 있다

(Jewell et al 1980). 이런 결과들을 비추어볼 때 재구성 돈육포를 전자선 조사를 하면 저지방 쇠고기

소화율을 능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전자선 조사를 하였을 때 3 kGy

까지는 단백효소비소화성 물질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단백질 소화율 상승을 막기에는 부족한 양이었고

그 이상의 조사량에서는 생겼던 물질이 조금씩 분해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감마선

조사 돈육포와 유사하였으며 단백질 소화율 변화 현상과 비슷하였다. 단백질 식품을 가열하거나 방사

선 조사 등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소화가 잘되는 구조로 느

슨하게 되는 동시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공존하는 다른 물질과의 상호 작용으로 비소화성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que et al 1982, Roubal & Tappel 1966, Pokorny et al

1974). 대부분의 비소화성 물질은 산화지질과 단백질의 상호 작용의 결과로 만들어진다고 알려져 있

는데, Fig. 2-26와 같이 TBA value가 3 kGy 수준이상에서는 크게 증가하지 않음을 보아 첨가된 파

프리카나 매실 추출액에 의하여 지질산화가 지연되고 이에 따라 비소화성물질 생성도 늦어지거나 감

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가장 높은 감마선 조사 시료(10 kGy)의 경우에는 비소화성 물질은

줄어들고 소화율과 TBA value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 In vitro protein digestibility(%)

Fig. 2-25. Protein digestibility and trypsin inhibitor content of pork jerky irradiated electron beam

and gamma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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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TBA value and trypsin inhibitor content of pork jerky irradiated electron beam and

gamma ray.

단백질 품질

단백질 소화율(in vitro)과 C-PER 및 DC-PER로 측정한 돈육포 단백질 품질을 Table 2-12에 나타내

었다. 단백질 소화율과 필수아미노산 조성으로 계산한 C-PER은 비조사 시료는 표준단백질인 ANRC

casein(2.50) 보다 낮았지만 전자선 조사를 하면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2.60)하는 결과를 보였다. 감마

선도 3 kGy 조사 시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2.60으로 저지방 쇠고기육이나 돈육소시지(Jewell et al

1980) 보다(2.40) 우수한 단백효율비를 나타내어 전자선이나 감마선 조사가 돈육포 단백질 품질을 향

상 시키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아미노산 조성으로만 계산된 DC-PER 결과는 시료간의 차

이가 전혀 없어 돈육포 단백질 품질 평가에는 부적합한 방법으로 판명되었다.

Table 2-12. In virto protein qualities of irradiated pork jerky with electron beam and gamma ray

Sample
In vitro

digestibility(%)
C-PER DC-PER

Control 77.93±0.25 2.22 2.68

E-beam (3 kGy) 84.93±0.23 2.60 2.68

E-beam (5 kGy) 85.72±0.18 2.50 2.68

E-beam (7 kGy) 87.41±0.43 2.50 2.68

E-beam (10 kGy) 85.93±0.32 2.60 2.70

Ɣ-ray (3 kGy) 80.36±0.28 2.15 2.74

Ɣ-ray (5 kGy) 80.58±0.47 2.59 2.68

Ɣ-ray (7 kGy) 81.87±0.32 2.60 2.73

Ɣ-ray (10 kGy) 82.22±0.34 2.59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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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종별(전자선/감마선) 특성 활용 농산임산물 원료, 가공제품에 대한 최적공정

개발 및 전자선 조사 우위 식품군 도출

가. 선종별 조사가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의 전통적인 생활양식은 인종적, 문화적, 사회적, 지리적 요인 등에 의하여 민족적, 국가

적, 지역적인 고유 양식을 갖는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기인한 경

제활동 규모의 확대, 교통 및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

화는 현대인의 식생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육류 소비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전 세계 육류

생산은 1950년 이후 5배, 1970년대 이후로는 2배가 증가하였으며 2004년 육류생산량은 약 2억5

천만 톤 규모이다. 이는 축산기술의 발달과 공장식 농장 경영, 과학적인 보관방법의 보급 및

다양한 조리방법과 가공품의 개발, 국제무역을 통한 육류 수급의 광역화 등에 의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의 증가,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취업증가,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의한 독신세대와 핵가족의 증가에 따라 식생활도 간편성, 편리성을 추구하

는 경향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단체급식, 즉석식품 (RTE foods : ready to eat foods), 편의식품

(convenience foods) 시장의 확대와 외식산업의 발달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식품제조 및 가공

업체는 장기보존이 가능하고 바로 섭취하거나 최소한의 조리과정 만을 요하는 식품을 개발하

여 시장에 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제품은 식품 제조과정에서 생존한 병원균 등 미생물의 위

협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

계 규정을 준수하여 식육류는 -18℃의 보관 온도 하에서 최단 4개월에서 최장 18개월 기간의

유통기간을 정하여 냉동상태로 판매되고 있다.

우리나라 냉동식품시장 규모는(Table 2-13) 총 5,536억 원으로 식품산업에서 약 2%정도 (총

식품산업규모 : 약 29조6천억 원)이나 2002년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평균성장률 (CAGB)은 평균

7.4%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냉동식품 중에서 면밥류 (Wheat/Rice), 기

타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기호도가 높은 육가공 관련식품으로, 이들 매출액이 5,170억 원을 차

지하여 총 매출액의 약 93%를 점유하고 있다(한국육가공협회 2006).

냉장식품은 보관환경이 소홀해지면 식품위해미생물이 성장하여 안전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

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냉장온도에서도 자랄 수 있

는 식품위해 미생물의 성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FDA 1980). 특히, 약산성 냉장식품의 경우

(예; meat, dough)에는 병원성 세균에 오염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위생 및 온도 관리

하에서 포장, 저장되어야 한다. 사례를 들면, 미국에서는 1998과 2002년 사이에 RTE 식품의 약

5만6천 톤이 리스테리아균(Listeria monocytogenes)의 오염으로 회수되었다. 이 병원균은 냉장온

도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증식되는 유기체로 리스테리아병을 일으킨다. 매년 2,500명의 증례가

발생하며 500명 정도가 사망하는 약 20%의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의 상당수는

RTE 식품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표본조사에 의하면 RTE 육류 제품 2.5%, 프랑크푸르트 소

시지(Frankfurt sausage) 1.6%와 햄 5.1%, 얇게 자른 점심용 육류 등이 오염되었다고 보고했다

(IFST 2006).



- 256 -

이와 같은 오염된 식육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한 식품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물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포장 및 유통 각 단계에서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관련 법률에서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축산물에 대해서는 1998년 축산물 위해요소 중점관

리기준(HACCP :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이 제정․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매년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으며 식품의약품

안전청의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Table 2-가-2-2), 2007년 한 해 동안에도 발생건수는 510건,

환자 수는 9,687명에 달한다. 이들 중 대부분이 식육 및 그 가공품의 오염과 관련된 직접 원인

균인 세균성 병원균인 장관 출혈성 Escherichia coli O157:H7, Salmonella, Listeria, Staphylococcus

aureus (MRSA), Bacillus cereus, Campylobactor, Clostridium botulinum 등에 의한 것이었다.

식품산업에 있어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병원성 미생물의 성장을 지연시키거나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건조, 훈연, 염장 등과 같은 종래의 방법에서 발전하여 열 살균법, 통조림화, 냉

장, 냉동 및 화학 방부제 사용 등 물리화학적 살․멸균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나 1990년대 들어

세계 각국에서 방사선 조사가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는 오랜 기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병

원성 세균 및 바이러스의 대부분이 1～3 kGy 정도의 방사선 조사를 통해 살․멸균이 가능하

고, 후술하는 세계보건기구 (WHO) 등 국제기구에서 식품의 독성학적 안전성, 미생물학적 안

전성, 영양학적 적격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이다(WHO 1992).

미국은 경우에는 1993년과 1997년에 E. coli O157 : H7균에 오염된 햄버거 패티의 유통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및 사망사건을 계기로 식육에 대한 방사선 조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2000년 미국 식품의약품청(USFDA)은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냉장육 4.5 kGy,

냉동육 7.0 kGy의 조사규격을 제정하고 방사선을 조사한 냉장․냉동육의 유통을 허가하여 냉

장육의 유통이 일반화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1991년 식품안전법에서 식육에 대해 7.0

kGy 조사를 승인하였다(IFST 2006).

방사선 조사기술의 큰 장점은 식품을 완전히 포장한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위생화 기술

로서 미생물 및 해충에 의한 이차적인 오염이 없이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는 점이다. 또한 방

사선을 조사할 때 방사선에 의한 온도상승은 미미하여 품질, 성분 등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냉장 및 냉동식품의 살균, 멸균에 있어 비가열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아울러

방사선(감마선, 전자선, X선 등)이 식품에 균일하게 투과하기 때문에 균일처리 및 포장처리가

가능하고 연속적으로 대량처리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이 식품의 가공, 저장 및 위생화 방법으로 알려진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저장기

간 연장, 살충, 살․멸균, 건조식품의 물성개선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더욱이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식품조사는 화학약제 등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약제에 의한 환

경오염과 식품에 대한 약제 잔류가 없는 환경 친화적 처리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종래의 살

균을 위해 사용된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 C2H4O)는 식품 중에 잔류하여 인체에 암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병해충의 구제를 위해 훈증제

로 쓰이던 취화메틸(CH3Br)은 유엔환경보호위원회(UNEP)에서 지구의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

되어 검역 등 일부 용도에만 한정되어 있다. 선진국은 2005년부터 사용이 금지되었으며 개도

국은 2015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식품조사에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의 선종별 활용현황을 추정할 수 있는 국내외

특허 등록현황을 살펴보면(Table 2-14), 감마선은 54%인 87건, 전자선은 23%인 37건,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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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X선 등의 병행이 23건이다. 전체적으로 전자선 사용은 감마선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

만 전자선 조사도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임을 나타내고 있어 전자선 조사의 도입 타당성을 설

명해주고 있다.

그 동안 국내외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감마선, 전자선조사를 통한 식품의 저장성 및 위생화

(살균 등) 연구, 가공적성 연구, 안전성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시도한 식

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해 동일한 시료를 포장방법을 달리하여 중선량부터 고선량까지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여 보고한 연구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다만, 저장성 연장 및 위생화

연구에서는 감마선을 조사한 우육, 분쇄돈육, 시판 양념갈비, 햄버거 패티 등과, 전자선을 조사

한 분쇄돈육, 돈육 어깨살, 돈육등심, 비타민 E 식이 수송아지 분쇄육 등을 연구하였다. 또한

감마선 및 전자선을 병행하여 조사한 냉동우육, 육류 등에 대해 중선량(1～10 kGy) 연구를 수

행하였다. 가공적성 연구에서는 감마선을 조사한 bologna 소시지와 항산화제(BHA, AP :

ascobylpalmitate, TOC : α-tochopherol, CAR : β-carotene) 첨가 햄버거 패티, luncheon meat 등

에 대한 중선량(1～10 kGy), 로즈마리 추출분말 병용처리 햄버거 스테이크에 대한 중고선량

(5～20 kGy), 냉동 치즈볼에 대한 연구 등이 보고되었다(Kanatt et al., 2005). 안전성 연구에서

는 감마선 중선량(1～3 kGy) 조사에 의한 볶은 (양념) 쇠고기와 햄의 유전독성학적 평가

(AMES test) 및 동물성 식품에 접종시킨 병원균의 감수성 연구 등을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육 및 그 가공품 중 소비가 확대되고 있는 분쇄 우육, 분쇄 돈육과

대표적 즉석․편의식품인 햄버거 제조용 우육 패티, 돈육 패티에 대해 감마선 및 전자선을 중

선량부터 고선량까지(1～20 kGy) 조사하여 저장성, 이화학적 특성, 관능, 안전성 및 검지특성

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부의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식품 조사품목 확대 허용 및 조사

선종의 다양화에 대비하고 우수조사기준(GIP : Good Irradiation Practise) 도입 등을 위한 정책

적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함께 관련기술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실용화를 목적으로 연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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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3. Annual Markets (Sales Figures) and Compound Annual Growth Rate on Products of

Frozen Foods (2002～2006)

(unit: million won)

Foods 2002 2003 2004 2005 2006 CAGR %

Rissole 115,901.7 133,113.2 145,509.3 223,196.9 219,977.4 17.4

Pizza 4,019.2 3,702.0 4,934.8 3,769.2 4,104.1 0.5

Fried 58,653.2 53,591.6 38,782.4 31,357.4 30,593.6 -15.0

Patty 137,151.0 127,285.2 125,338.2 136,962.1 152,098.2 2.6

Fritters 63,621.5 59,172.2 72,031.9 75,011.7 75,602.6 4.4

Croquette 2,443.9 1,881.3 2,525.5 2,708.2 2,678.0 2.3

Hot dog 6,387.2 6,720.5 6,882.1 7,134.7 7,937.4 5.6

Seasoned
meat

2,505.5 1,880.6 2,561.3 5,676.0 6,923.4 28.9

Wheat/
Rice

8,815.1 8,634.6 11194.8 15,733.2 17,110.2 18.0

Others 16,705.4 19,711.3 23,230.3 26,567.0 36,611.4 21.7

Total 416,203.7 415,692.5 432,990.6 528,116.4 553,636.3 7.4

Reference : Korean Meat Industries Association, 2006

Collective Statistics from 20 member companies of K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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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4. The Status of Registered Patents in the World with the Food Categories (Items) and

Radiation Types (1980~2004)

Food Items γ-ray E-beam X-ray
γ-ray/

E-beam/

γ-ray/

E-beam/

X-ray

α-ray/

β-ray/

γ-ray

Other Total

Chemical

Incorporated
6 2 1 9

Functional

Food
16 4 2 1 23

Ingredient

Powder
5 3 1 9

Processed

Food
14 4 3 1 22

Packing

Materials
6 3 6 4 19

Fruit/Vegetables/
Plants 6 3 9

Protein 2 9 1 12

Mushroom 6 1 7

Dairy Product 2 1 3 6

Fish Shellfish 1 2 1 4

Corn 4 2 6

Meat 7 3 1 1 12

Fodder 2 3 1 1 7

Ferment 9 2 11

Other 1 1 1 1 4

Total 87 37 2 13 17 3 1 160

Reference :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2007

2) 시험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준비

- 원료육 준비

시험에 사용한 식육 시료는 도축 후 24시간이 경과된 우육의 우둔부위(bovine M.

Semitendinosus)와 돈육 후지부위(porcine ham)를 지역 식육점으로부터 구입하여 과도한 표면지방

을 제거한 후, 지름 3 ㎜ hole plate가 장착된 grinder(M-12S, Hankook Fujee Industries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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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n)를 이용하여 가늘게 저미어 시료를 준비하였다. 햄버거 패티용 돼지 등지방(pork

back fat)은 표면 색택이 우유빛이고 이취가 없는 것을 구입하여 식육과 같은 방법으로 얇게 저

미어 사용하였다.

원료육의 저장성 평가를 위해 분쇄된 우육과 돈육을 대조구와 처리구로 분류하여 폴리에틸렌

비닐(polyethylene vinyl)에 넣어 진공 및 100% 질소가스 치환포장을 한 후 계획된 흡수선량에

맞게 각각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고 가속저장법의 조건(30℃, incubator)에서 저장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 햄버거 패티의 제조

햄버거 패티는 국내 생산업체에서 상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Table 2-15와 같이

원료 및 부재료를 준비한 후 배합 순서에 맞게 혼합하였다. 시료의 혼합은 각각의 원료를 배합순

서에 맞게 혼합기 (M15 mixer, Falsf Co., Spain)에 넣은 후 1차 혼합 8분, 2차 혼합 2분, 3차 혼

합은 1분간 실시하여 혼합하였다. 이때 우육과 돈육을 전체 배합비에 대해 각각 51.5% 비율이

되도록 첨가하여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를 제조하였으며 혼합육(meat mixture)은 100 g 정도의

무게와 10 ㎜의 두께를 갖도록 Mould(φ105×10 ㎜)를 이용하여 성형한 후 가열처리하였다. 가열

은 85℃로 예열된 Cooker(NU-VUES-3 cooker, Menominee, Mich)에서 중심 온도가 70℃가 될 때

까지 실시한 후 상온에서 방냉하고 polyethylene vinyl 포장지를 사용하여 진공과 질소치환 포장

을 하였다.

Table 2-15. Formula for manufacturing hamburger patty

Materials Content(%) Remark1)

Ground meat (Beef or Pork) 51.5 1

Pork back fat 16.4 1

Iced water 6.1 1

Ginger 1.0 2

Onion 8.5 2

Egg white 4.3 2

Tomato catsup 1.6 2

Isolated soy protein 4.1 2

Dried bread powder 4.1 3

Nutmeg powder 0.05 1

NaCl 0.63 1

Flavor enhancing wine 0.41 1

Black pepper powder 0.21 1

Red color reagent 0.01 1

Trisodium phosphate 0.21 1

Sugar 0.83 1

Sum 100

1)
Numbers in remark indicate the order of addition of materials in a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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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선원 33만 Ci, 코발트 60 감마선 조사시설(IR-221 gamma ir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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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량이 5, 10, 15, 2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방사선 선량계(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

차를 계산하였다.

- 전자선 조사

전자선 조사는 ELV4-electron accelerator(Energy 2.5 MeV, Beam power 40㎾, EB tech.,

Korea)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와 동일한 흡수선량을 갖도록 조사하였다. 이 때 빔 전류의

세기(beam current)는 각각 1.9, 3.2, 4.5 ㎃ 및 6.4㎃이었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감마선 조사

구와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저장성 평가시험

- 시료의 가속 저장

가속저장(가혹저장) 시험은 새로 개발된 식품이 시판되기 전에 저장 유통되는 기간을 감안

하여 미생물의 한계를 측정 및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시험법을 이용하여 전자선

또는 감마선 조사가 냉장유통 시 신선육 또는 햄버거 패티의 품질 유지와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을 빠르게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가속저장 시험은 저장 온도를 높여 미생물의 생육

과 품질변화 속도를 증가시켜 단시간 내에 저장 및 유통 중 식품의 품질변화 양상, 오염미생

물의 생육과 부패도달 속도 및 저장가능 기간을 측정하거나 예측하는데 사용되는 방법으로

가속저장 시험을 통해 즉석 햄버거스테이크(Oh et al. 2004) 및 고추장(Lee et al. 1997)의 저

장 중 품질변화와 유통기한을 예측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즉, 방사선 조사 후 시료를 가속조건 온도인 30℃ Incubator(Fisher Isotemp, Fisher

Scientific Inc., Pittsburgh, PA, USA)에서 저장하며 품질변화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제조

직후 및 저장 2, 5, 10 일에 실시하였다.

- 미생물 생육 시험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액은 시료 10 g에 멸균한 0.1%의 펩톤(peptone)수를 100 mL까지

채워 2분간 균질기(Stomacher, 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를 이용하여 잘 균질한 다음, 총균수는 Plate Count Agar(Difco Co.,

USA), 젖산균은 MRS broth(Difco Co.), 저온균은 Tryptic Soy Agar(Difco Co.)를 이용하여

생육을 검사하였다. 총균 및 젖산균은 37℃에서 48시간, 저온균 슈도모나스균(Pseudomonas

spp.)의 경우에는 5℃에서 7일 동안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을 계수하였다. 미생물수는 시료 1

g당 log 집락형성단위(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다. 검출을 위한 최소계수 한계치

는 1 log CFU/g이었다.

- 지방 산패도(TBA 값) 측정

지방 산패도(thiobarbituric acid value)는 TBARS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 5 g에 50 μL의 산화방지제(BHA : butylated hydroxyanisole,)

(7.2% in ethanol)와 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로 균질화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TCA 용액(20 mL TBA in 15% tri-chl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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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ic acid, TCA) 2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였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

(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un, Korea)를 이용하여 원심 분리한

다음 (2,000 rpm, 15분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검량선을

이용하여 지질의 과산화 지표인 말론디알데히드 (MDA : malondialdehyde)의 몰농도를 구하

였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 malondialdehyde/g sample (wet weight basis)로 표시하였다.

- 휘발성 염기태 질소(VBN) 함량 측정

휘발성 염기태 질소(VBN : volatile basic nitrogen)의 함량은 Conway 미량 확산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2 g에 10% TCA 10 mL을 가하여 혼합기(blender)로 30초간 균질

화한 후 다시 10% TCA로 20 mL까지 채운 후 여과지 (Whatman Paper No. 4)로 여과한 여

과액 1 mL을 Conway 외실 왼쪽에 넣고 내실에 0.01N 붕산 (H3BO3) 1 mL과 Conway 산알

칼리 지시약 (0.066% methyl red in ethanol : 0.066% bromocresol green in ethanol = 1 : 1)

50 μL을 가하고 외실 오른쪽에 탄산칼륨 (K2CO3) 1 mL을 넣어 37℃에서 2시간 방치한 후 내

실에 0.02N 황산 (H2SO4)으로 엷은 붉은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였다.

이화학적 특성 평가

- 색도 측정

시료표면을 color/color differencemeter(Spectrophoto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헌터 색체계(Hunter's color system)에 의한 명도(L* : lightness), 적색도(a*

: redness) 및 황색도(b* : yellowness)를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색 보정 평판(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 경도 측정

물성시험기 (texture analyser, TA-XT2i, SMS Co. Ltd., UK)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으

며 측정조건은 pre-test speed 5.0 mm/s, test-speed 5.0 mm/s, post-test speed 5.0 ㎜/s,

distance 30%로 실시하였다. 측정 후 얻어진 힘-시간 곡선(force(g) - time(s) curve)을 구한 후

texture expert software system으로 값을 구하였다.

관능 평가

관능평가용 시료는 170℃가 되도록 예열된 조리기 (cooker, NU-VUES-3 cooker, Menominee,

Mich)에서 패티의 중심온도가 70℃가 될 때까지 가열한 후 관능평가자에게 제시하였다. 관능

검사를 위한 평가자(panel)는 미리 훈련된 1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때의 평가항목은 색택

(color), 씹힘성(chewiness), 맛(taste), 이취(off-flavor) 및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를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이취를 제외한 4가지 평가항목의 배점은 1: 매우 나쁘다. ～4:

보통이다. ～7: 매우 좋다. 로, 이취의 경우는 1: 전혀 없다. ～4: 보통이다. ～7: 아주 심하다.

로 척도를 정하여 실시하였다. 평가자의 나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관능검사 중에는 정수기

에서 받은 물을 각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관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가시

간은 15~20분으로 정하였다.



- 263 -

복귀돌연변이 시험법을 이용한 단기 안전성 평가

유전독성학적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원료육과 햄버거 패티를 50 kGy의 흡수선량으로 감

마선을 조사한 후 Ames 등(1975)에 의해 개발되어 Maron과 Ames(1983)에 의해 개선된 복귀

돌연변이 평가법을 준용하여 실시하고 시료의 처리는 Yook 등(2000)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 시험용액의 제조

시험용액을 제조는 시료를 분쇄한 후 각각 10 g의 시료를 30 mL의 증류수(물 추출물)나 혼

합 유기용매(용매추출물, methanol : chloroform = 2 : 1)가 들어있는 삼각 flask에 넣고 3분간

균질하였다. 균질물을 shaking incubator(Bio-shaker BR-40LF, TAITEC, Tokyo, Japan)에서

4℃, 20 rpm으로 교반하며 하룻밤동안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9,000 × g 에서 3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이 조작을 3회 반복하여 얻은 상등액을 동결 건조하였다. 동결 건조

한 시료 중, 물 추출물은 증류수로 녹여 멸균한 여과지(0.45 μm filtration kit, MILLEX-HV,

Millipore, Molsheim, France)로 여과한 후 5,000 ㎍/plate부터 1,250 ㎍/plate의 농도로 준비하

여 복귀돌연변이 시험에 사용하였다. 용매추출물은 물 대신 디메틸술폭시드(DMSO :

dimethylsulfoxide) (Aldrich Chemical Co., Inc., Milwaukee, USA)를 사용하여 용해시킨 후 물

추출물과 같은 방법으로 여과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 복귀돌연변이 시험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으로 한국

화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에서 분양받아 형질을 확인한 후 사용하였다. TA98과 TA100에

서는 histidine 유전자의 G-C(guanine-cytosine) 염기쌍의 변화가 검출될 수 있다. 이러한 균주

는 DNA 손상의 수복기능이 결손되어 있고 자외선, 방사선 또는 각종 유전독성유발물질에 대

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98과 TA100의 대사활성화를 위한 간 균

질액(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5%(v/v)의 S9 mix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9 mix는 0.5

mL/plate로 처리하였다. 음성 대조군은 시험물질의 조제에 사용한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양

성 대조군의 시험균주 및 종류와 대사활성화 유무에 따라 TA98(-S9)에 4NQO

(4-nitroquinoline-N-oxide), TA98(+S9)과 TA100(+S9)에 2-AA (2-aminoanthracene), TA100(-S9)

에 SA (sodium azide)을 사용하여 유전독성유발을 확인하였다. 독성유발물질은 모두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험물질의 검지처리는 대사 활성계 적용(+S) 및 미적용(-S) 하에 대사활성법으로 하였으며

각 농도군당 3매의 plate를 사용하였다. 시험물질 0.1 mL과 S9 mix (혹은 멸균 증류수) 0.5

mL에 NB(nutrient broth) 배지에서 12시간 배양시켜 대수기(약 2×109 cells/mL) 상태에 이르

도록 한 배양액 0.1 mL을 top agar에 혼합하여 최소 글루코오스 한천 평판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

였다.

시험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발성의 판

정은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 대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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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 특성 연구

-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으로 미국 Sigma사(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지방분해산물인 hydrocarbons의 standard는 독일 TeLA사(Berlin, Germany)로

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지방추출 및 chromatography에 사용한 n-pentane, n-hexane,

isopropanol 등 유기용매는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용으로 구입하여 이를 다시 나선충전관 이중증류장치(wire spiral packed

column double distilling) (Normchliff, Wertheim, Germany)로 재증류한 것을 사용하였다. 흡

착제(Florisil, 60～100 mesh)는 Fisher Scientific사(Pittsburgh, PA, USA)의 제품을 구입하여

Lee과 Kim 등(2001)의 방법으로 550℃ 마이크로웨이브 회화로 (灰化爐)에서 하룻저녁을 태운

뒤 저장하였다가 사용하기 전에 5시간 이상 130℃에서 탈수하고 상온에서 식힌 후 다시 3%

물을 가한 뒤 균질화하고 이를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불활성화시켜 충전제로 사용하였다.

- 시료의 지방추출

지방추출 및 hydrocarbons의 분리는 Schreiber 등(1994)의 방법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비교적

지방함량이 적은 시료를 30 g씩 재어 이를 작게 자른 후 beaker에 담아 재증류된 n-pentane과

isopropanol 혼합용매(3 : 2, v/v) 30 mL를 첨가하고 균질기(homogenizer, Diax 900, Heidolph,

Germany)로 여러 번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시료는 1,500 × g로 20분간 원심 분리시켜 상등액

을 분리한 후 잔존물에 처음 사용한 혼합 유기 용매량의 1/3을 다시 첨가하여 재추출하고 이를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첫 번째 상등액과 합한 후 진공회전농축기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사용하여 유기용매를 제거하고 질소기류 하에서 잔존 유기용매를 휘발시킨 뒤

지방만을 취하여 냉동 저장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 Hydrocarbon류의 분리

불활성화시킨 흡착제 florisil 25 g를 200 × 20㎜ 크로마토그래피 분리관(chromatography

column)에 충전한 후 추출한 지방 1 g에 internal standard로 1 mL eicosane (4 μg/mL hexane)을

첨가하여 분리관(column)에 가한 뒤 60 mL n-hexane을 용리용매로 사용하여 hydrocarbons를 분

리하였다. 이 용리용매는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2 mL까지 농축한 후 1 mL까지

질소로 농축하여 GC-FID 및 GC/MS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Gas Chromatography에 의한 분석

분리한 hydrocarbons의 Gas Chromatography(GC) 분석은 불꽃 이원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 FID)와 split/splitless injector가 부착된 Hewlett-Packard 5890 Ⅱ Plus 분

석기기를 사용하였으며 column은 DB-5(J&W, 30 m × 0.32 mm i.d., 0.25 μm film thickness)를

이용하였다. 온도는 6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170℃까지 25℃/min, 205℃까지 2℃/min 속도

로 온도를 높이고 다시 10℃/min 속도로 270℃까지 승온시켰다. injector와 detector 온도는 각

각 250℃, 300℃이며 운반가스(carrier gas)는 헬륨을 사용하여 유속은 1.0 mL/min 로 하였다.

시료는 1 μL를 주입하였고 split ratio는 1 : 20 비율로 하여 처음 2분 동안 splitless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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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C/MS에 의한 확인

질량분석에 사용한 분석기기는 Finnigan GC/MS(Polaris Q with Trace GC)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이온화는 전자이온화(EI : electron impact ionization)방법으로 행하였다. GC/MS 분석

조건은 ionizing voltage를 70 eV로 하였다. 이온원(ion source)과 injector 온도는 각각 250℃로

하였으며 carrier gas는 Helium을 사용하고 유속은 1.0 mL/min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할 분자

량의 범위는 30～350(m/z)으로 설정하였다. 모세분리관 (capillary column)은 DB-5(30 m × 0.32

mm i.d., 0.25㎛ film thickness, J&W Scientific, Folsom, USA)를 이용하였다. 온도는 60℃를

기준으로 설정하고 25℃/min 속도로 170℃까지, 2℃/min 속도로 205℃/min까지, 10℃/min

속도로 270℃까지 승온시켰다. Hydrocarbon류 분석을 위해서 시료 1 mL를 주입하고 split

ratio는 1 : 20으로 하였다. Total ionization chromatogram (TIC)에 분리된 각 peak의 성분분석

은 mass spectrum library와 mass spectral data book의 spectrum과의 일치 및 GC-FID 분석

에 의한 retention index와 표준물질의 분석 data를 비교하여 확인하였으며 internal standard

를 이용하여 hydrocarbon류의 생성량을 정량화하였다.

통계처리 및 결과의 평가

각 항목에 대해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을 SASⓇ

software(1988)에서 개발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s을 이용하였으며 least square 평균

값을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P<0.05).

3) 연구결과 및 고찰

방사선 선종별 조사가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효과

- 분쇄 우육 및 분쇄 돈육

▪총균수의 변화

포장방법 (질소치환 포장, 진공 포장)을 달리한 후 흡수선량별로 감마선과 전자선이 조사된

분쇄 우육 및 분쇄 돈육을 30℃에서 10일간 가속저장 시험을 하였을 때 총균수의 생육변화를

각각 Table 2-16과 17에 나타내었다. 분쇄 우육의 방사선 선종별로 초기 미생물의 감균 효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선종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포장방법별 차이도 두드

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분쇄 우육의 초기 미생물 오염수준은 4.9 log CFU/g로 일반적인

분쇄 식육에서 발견되는 수준이었으나(Lee et al. 1998a), 가속저장 2일째 이미 부패가 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총균수가 6 log CFU/g에 도달하면 부패 초기이며 7 log CFU/g에서는

부패현상을 나타내어 더 이상 가식이 불가능하다. 본 실험에서도 총균수가 7 log CFU/g 이상

된 시료는 포장재가 미생물의 대사과정에 의해 생성된 가스로 인해 부풀어 올랐으며 심한 부

패취와 함께 점액질이 생성되는 등 전형적인 부패 현상이 관찰되었다.

감마선, 전자선을 조사한 처리구 모두에서 조사선량에 의존적으로 초기 오염된 총균수의 양

이 감소되었다. 질소치환 및 진공포장 하여 5 kGy 감마선 조사한 우육의 총균수는 각각 4.48

및 3.20 log CEU/g으로 비조사구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으며, 진공포장 처리구가 미생물 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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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10 kGy 조사구 역시 질소치환 및 진공포장 처리구에서 각각

3.62 및 3.04 log CFU/g으로 선량이 증가할수록 총균수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다른 많은 연구

결과의 보고와는 달리 방사선 조사 직후 10 kGy 처리구까지 미생물의 생존이 발견되어 오염

된 미생물의 방사선 저항성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생육이 관찰된 시료에서 발견된 주요한

미생물의 균락을 관찰한 결과 Bacillus spp.으로 판명되었다. Bacillus spp.는 Gram 양성 내열성

균으로 방사선 조사에서도 상당히 강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 D10 값은 0.59 kGy

이다. 식육의 주요 오염균은 아니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식육을 처리하고 분쇄하는 과정에서

오염되어 저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고선량인 15 kGy 이상의 시료에서도 저장 중 생존한 균의 증식이 발견되었다. 감마선을 조

사한 분쇄 우육의 경우 저장 2일이 경과했을 때 15 kGy 조사된 쇠고기에서 질소치환 포장의

경우 3.80 log CFU/g, 진공포장의 경우 3.34 log CFU/g로 균의 생장이 발견되었고 20 kGy 조

사구의 경우 포장방법별 차이가 없이 저장 5일경부터 생존한 균의 회복현상을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구의 경우 감마선 조사구와 아주 유사한 미생물 생육을 보이는 것을 나타났으나

동일선량에서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미생물 생육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방

사선 선종별 조사 비교는 거의 연구된 바가 없으며 미생물학적인 영향 측면에서 비교되어 있

을 뿐이다. Chung 등(2000)은 쇠고기에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여 병원성 세균 및 일반세균

에 관한 살균효과를 알아보았으며 감마선과 전자선의 총균수에 대한 영향은 거의 비슷하지만

감마선에서 조금 더 살균효과가 크다는 보고가 있어 본 연구 결과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장방법에 따른 방사선 조사의 영향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대체적으로 진공포장

후 조사하는 것이 방사선 조사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분쇄 돈육의

경우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균수가 감소하였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돈육의 총균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분쇄 우육과 동일한 경향이었다. 조사

직후 비조사구의 총균수는 3 ～4 log CFU/g이었으나 분쇄 우육과 달리 감마선, 전자선 조사구

모두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미생물 생육이 관찰되지 않았다. 선종별 미생물 사멸효과는

분쇄 우육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마선 조사가 다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포장방법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총균수 감소율은 진공 포장하여 조사할 경우가 더 우수한 감소효과를 보

여 Byun 등(1999)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총균수의 회복기간을 살펴보면, 감마선과 전자선 모두 15 kGy 까지는 저장 2일 만에 균의

회복이 시작되었는데 이는 분쇄 우육의 결과와 동일하였다. 조사선종에 따른 영향 역시 분쇄

우육의 결과와 같이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미생물 생육 억제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현상은 분쇄육의 경우 일반 식육과는 달리 분쇄과정에 의해 미생물이 내부까지

오염되는데 이때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분쇄육 내부에 오염된 미생물

제어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포장방법에 따른 방사선 조사의 영향은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쇄 우육의 결과와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의 사멸은 주로 미생물 세포의 DNA 손상에 기인한다. 또 다른 중요한 기전은 방사선조사에

생성된 반응성이 높은 활성 산소종이 미생물 세포막에 산화적 손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중 과

산화수소(hydrogen peroxide)는 전이금속원소(transition metal element)와 반응하여 단백질, 지

방, DNA와 같은 세포 구성성분에 손상을 준다. 산소가 존재할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세포

손상이 촉진되며 세포막 구조에 손상을 주어 에너지 생성과 같은 세포의 정상적인 대사과정을

교란하고 성장을 저해한다(Alper 1977). 토코페롤과 정자유(eugenol)와 같은 항산화성분 및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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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테롤은 방사선조사에 의한 지방 손상에 변화를 준다. 이와 같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

물 손상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조

사선종 및 포장방법을 달리할 경우 미생물의 방사선 민감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현재까지 식육을 저장하는 동안 방사선 조사가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살균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은 많이 있으며 동일한 종류의 식육이라도 같은 선량에서 미생물의 살균효과는 연구자

별로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러한 이유는 도체의 처리방법, 초기 미생물 오염도와 미생

물의 종류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2-16. Effects on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ground beef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4.94 -1) - -

5 4.48 5.97 - -

10 3.62 4.15 6.59 -

15 ND2) 3.80 5.80 6.83

20 ND ND 4.23 5.62

Vacuum

0 4.90 - - -

5 3.20 5.91 - -

10 3.04 4.04 6.45 -

15 ND 3.34 5.40 6.78

20 ND ND 3.45 5.58

Electron

Beam

N2

0 4.94 - - -

5 4.64 6.99 - -

10 3.65 5.61 7.81 -

15 ND 3.83 6.81 7.92

20 ND ND 5.34 7.69

Vacuum

0 4.90 - - -

5 3.32 6.92 - -

10 3.18 5.49 7.72 -

15 ND 3.68 6.40 7.86

20 ND ND 5.46 6.62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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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7. Effects on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ground pork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4.83 -1) - -

5 3.49 5.72 - -

10 ND2) 4.61 6.58 -

15 ND 3.77 5.84 6.98

20 ND ND 4.57 5.59

Vacuum

0 3.75 - - -

5 3.38 5.61 - -

10 ND 4.49 6.43 -

15 ND 3.68 5.83 6.86

20 ND ND 4.49 5.53

Electron

Beam

N2

0 4.83 -1) - -

5 2.85 6.76 - -

10 ND 5.65 7.67 -

15 ND 3.79 6.49 7.98

20 ND ND 5.59 7.63

Vacuum

0 3.75 - - -

5 3.48 6.69 - -

10 ND 4.91 7.46 -

15 ND 3.75 6.48 7.89

20 ND ND 5.54 7.61

1)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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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산균 및 저온균의 생육변화

식육 내에서 병원성균을 제외한 일반 미생물 중 젖산균의 오염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다. 또

한, 저온균은 호기적인 조건의 저온에서 육류의 변질을 초래하는 주요 미생물이기 때문에 저온

에서 유통되는 식품에 있어서 총균이나 중온균보다 부패의 중요한 지표로서 평가된다(Hayes

1992). 특히, Bacillus spp. 등 포자 형성균은 호냉성, 호열성균들이 대부분이고 강력한 단백질

및 전분질 분해력이 있어 식품의 부패에 관여하며 바실러스 세라우스(Bacillus cereus)는 최저

7℃의 낮은 온도에서도 저장유통 시에 성장을 계속 유지하는 저온성 미생물로 간주되고 있다

(Meer et al. 1991; Turner et al. 1996). 이러한 포자 형성균은 식품 중 식육 및 가금류와 그 가

공품, 곡류, 어패류, 유류 및 유제품 등에 많이 존재한다(Greenberg et al. 1966). 이 중 B. cereus

는 식육 및 가공육에 생육하여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엔테로톡신(enterotoxin)을 생산하기도 한

다.

분쇄 우육을 질소치환 포장, 진공 포장한 후 감마선과 전자선을 각각 조사하고 30℃에서 10

일간 가속저장 시험을 하였을 때 젖산균(Lactic acid bacteria)과 저온균(Psychrophilic bacteria)

인 슈도모나스균(Pseudomonas spp.)의 생육변화를 각각 Table 2-18과 Table 2-19에 나타냈다. 비

조사 대조구인 분쇄 우육의 초기 젖산균과 저온균수는 모두 4 log CFU/g 정도인데 반해 5

kGy 이상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조사했을 경우 모두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나 총균수와 비교할

때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Yook (1999)의 보고와도 같

은 경향을 나타낸 것이다.

감마선 조사구에서 젖산균과 저온균은 저장이 진행됨에 따라 차츰 회복되어 증식하였는데 10

kGy 까지는 저장 2일 만에 생육이 관찰되었고 15 kGy 이상부터는 저장 5일부터 회복이 발견

되었다. 전자선 조사구의 경우에는 저장에 따른 젖산균의 회복속도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구와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15 kGy까지는 저장 2일 만에 회복되어 앞서 기술한 감마선 조사에 의

한 젖산균의 회복속도에 비해 기간이 단축되어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였다(Kim et al. 1998b). 또

한, 포장방법에 따른 젖산균과 저온균의 살균효과는 총균수 생육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진공포장 처리구가 저온균 생육저하에 약간 더 효과적이었다.

한편, 분쇄 돈육을 질소치환 포장, 진공 포장한 후 감마선과 전자선을 각각 조사하고 30℃에

서 10일간 가속저장 시험을 하였을 때의 젖산균(Lactic acid bacteria)과 저온균(Psychrophilic

bacteria)의 생육변화를 각각 Table 2-20과 Table 2-21에 나타냈다. 분쇄 돈육 또한 분쇄 우육의

결과에서와 같이 총균수 결과에 비해 젖산균과 저온균의 감마선 조사에 대한 감수성은 아주 민

감한 편이었으며 전자선이 감마선에 비해 사멸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포장

방법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젖산균과 저온균의 사멸효과 역시 진공 포장하여 조사 처리하는 것

이 질소치환 포장에 비해 생육억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분쇄 우육의 결과와 유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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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8. Effects on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of ground beef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4.65 -1) - -

5 ND2) 4.90 - -

10 ND 3.88 5.84 -

15 ND ND 4.57 5.93

20 ND ND 3.71 4.59

Vacuum

0 4.76 - - -

5 ND 4.68 - -

10 ND 3.53 5.83 -

15 ND ND 4.26 5.89

20 ND ND 3.36 4.57

Electron

Beam

N2

0 4.65 - - -

5 ND 5.92 - -

10 ND 3.77 6.87 -

15 ND 3.90 5.59 7.56

20 ND ND 4.73 6.72

Vacuum

0 4.76 - - -

5 ND 4.69 - -

10 ND 3.57 6.83 -

15 ND 2.78 5.36 7.49

20 ND ND 4.43 6.66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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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9. Effects on growth of Psychrophilic bacteria of ground beef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4.80 -1) - -

5 3.34 5.15 - -

10 ND2) 3.49 6.69 -

15 ND ND 5.72 5.79

20 ND ND 3.32 4.58

Vacuum

0 5.81 - - -

5 ND 4.63 - -

10 ND 3.45 6.32 -

15 ND ND 4.80 5.72

20 ND ND 3.20 4.49

Electron

Beam

N2

0 4.80 - - -

5 3.61 6.57 - -

10 ND 5.52 7.72 -

15 ND 3.53 7.71 7.82

20 ND ND 5.41 7.51

Vacuum

0 5.81 - - -

5 ND 6.54 - -

10 ND 5.46 7.45 -

15 ND 3.80 6.74 7.76

20 ND ND 5.32 7.4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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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0. Effect on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of ground pork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81 -1) - -

5 ND2) 5.83 - -

10 ND 4.45 6.58 -

15 ND ND 5.68 5.86

20 ND ND 4.57 4.68

Vacuum

0 3.76 - - -

5 ND 4.91 - -

10 ND 3.72 6.54 -

15 ND ND 5.59 5.64

20 ND ND 4.32 4.59

Electron

Beam

N2

0 3.81 - - -

5 ND 6.83 - -

10 ND 4.49 6.59 -

15 ND 2.78 5.72 7.54

20 ND ND 4.62 6.72

Vacuum

0 3.76 - - -

5 ND 6.93 - -

10 ND 4.73 6.56 -

15 ND 2.60 5.63 7.53

20 ND ND 4.41 5.68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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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1. Effects on growth of Psychrophilic bacteria of ground pork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91 -1) - -

5 2.30 5.67 - -

10 ND2) 4.40 6.54 -

15 ND ND 5.38 5.71

20 ND ND 3.18 4.26

Vacuum

0 4.87 - - -

5 ND 4.85 - -

10 ND 3.79 6.51 -

15 ND ND 4.59 5.65

20 ND ND 3.11 4.18

Electron

Beam

N2

0 3.91 - - -

5 2.78 6.66 - -

10 ND 4.83 7.58 -

15 ND 3.82 6.40 7.87

20 ND ND 6.26 7.57

Vacuum

0 4.87 - - -

5 2.00 6.54 - -

10 ND 4.71 7.54 -

15 ND 3.79 6.32 7.69

20 ND ND 5.15 7.41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 274 -

- 햄버거 패티

▪총균수의 변화

우육 패티를 제조하여 질소치환 포장, 진공 포장을 하고 감마선과 전자선을 각각 조사한 후

30℃에서 10일간 저장하면서 총균수를 살펴본 결과를 Table 2-22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미

생물 오염도는 약 3.61 log CFU/g 정도였으나 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포장방법에

상관없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나 Oh 등(2004)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전자선의 경우에는

10 kGy 조사구에서도 미생물 검출되어 감마선에 비해 미생물 살균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 가

공식품의 초기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식품의 위생성, 안전성 및 저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매

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식품의 저장 초기에 총균수가 많으면 부패 변질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

아지므로 저장 초기에 총균수가 적을수록 저장성이 좋아지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감마선

이 전자선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포장방법에 의한 사멸율의 차이는 거의 없

었으며 진공 포장할 경우가 조금 더 효과적이었다. 부패에 도달하는 시기를 살펴보면 패티의 가

열처리로 인해 비조사구의 경우에는 저장 2일 만에 부패에 도달하였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부패시기가 지연되어 20 kGy로 조사를 할 경우에 저장 10일이 경과하여도 부패되지 않았다. 이

와 같은 결과는 Oh 등(2004)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ildirim 등(2005)은 미트볼의

미생물학적, 화학적 품질지표에 대한 감마선 조사(7 kGy)의 미생물 사멸효과 연구에서 대장균

(Coliform, E. coli)은 2 kGy에서, 곰팡이와 효모 및 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spp.)은 4 kGy에서

완전 살균되어 미생물학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돈육 패티를 제조하여 질소치환 포장, 진공 포장하고 감마선 및 전자선을 조사한 후 30℃에서

10일간 저장하면서 총균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23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총미생물 오

염도는 3 log CFU/g 정도였으며 감마선의 경우에는 5 kGy 이상 조사 시 포장방법에 상관없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으나 전자선의 경우 10 kGy 조사구에서도 미생물 검출되어 감마선에 비

해 미생물 살균 효과가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진공 포장이 질소치환 포장에 비해 미생물 사멸

및 생육억제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모든 결과가 앞의 우육 패티의 실험과 동일하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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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2. Effects on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beef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61 -1) - -

5 ND2) 7.59 - -

10 ND 5.66 6.65 -

15 ND 3.78 5.86 7.40

20 ND ND 3.80 5.88

Vacuum

0 3.62 - - -

5 ND 5.54 - -

10 ND 3.93 6.64 -

15 ND 2.48 5.83 7.38

20 ND ND 3.79 5.88

Electron

Beam

N2

0 3.61 - - -

5 3.15 7.79 - -

10 2.70 6.95 - -

15 ND 6.66 - -

20 ND 6.90 - -

Vacuum

0 3.62 - - -

5 3.11 7.72 - -

10 2.48 6.72 - -

15 ND 6.43 - -

20 ND 5.72 - -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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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3. Effects on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of pork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57 -1) - -

5 ND2) 6.96 - -

10 ND 5.76 6.57 -

15 ND 3.54 5.77 7.34

20 ND ND 3.76 6.72

Vacuum

0 3.56 - - -

5 ND 6.89 - -

10 ND 5.76 6.49 -

15 ND 3.32 5.72 7.26

20 ND ND 3.75 5.46

Electron

Beam

N2

0 3.57 - - -

5 3.32 8.62 - -

10 2.48 6.87 - -

15 ND 6.67 - -

20 ND 6.59 - -

Vacuum

0 3.56 - - -

5 3.32 7.91 - -

10 ND 6.83 - -

15 ND 6.61 - -

20 ND 5.51 - -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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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산균 및 저온균의 변화

우육 패티를 각각 질소치환 포장 또는 진공 포장한 후 감마선 및 전자선을 조사하여 30℃에

서 10일간 가속저장하면서 젖산균과 저온균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2-24와 25에 나타내었다.

Song 등(2000)은 햄버거 패티의 저온저장 중 저온균의 생육이 품질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

하였는데 앞의 총균수에 비해 젖산균과 저온균은 전자선에 비해 감마선에서 감수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 사멸률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분쇄 우육의 실험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Chung 등(2000)의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슈도모나스 플루오레센스(Pseudomonas

fluorescens)와 살모넬라 티피무리엄(Salmonella Typhimurium)을 접종시키고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 후 이들의 살균여부를 알아보았을 때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P. fluorescens 살균에 더 효

과적이라고 보고했다. 또한, 포장방법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젖산균과 저온균의 사멸효과는 진

공 포장이 질소치환 포장에 비해 좋게 나타났다.

돈육 패티를 질소치환 포장, 진공 포장한 후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고 30℃에서 10일간

가속저장하면서 젖산균과 저온균의 생육을 관찰한 결과를 각각 Table 2-26와 27에 나타내었다.

돈육 패티 또한 우육 패티의 결과에서와 같이 총균수에 비해 젖산균과 저온균의 감마선 조사에

대한 감수성은 아주 민감한 편이었으며 전자선이 감마선에 비해 사멸효과가 조금 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포장방법별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젖산균과 저온균의 사멸효과 역시 진공 포장

하여 조사 처리하는 것이 질소치환 포장에 비해 생육억제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까

지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분쇄 우육과 돈육 및 그 가공품인 햄버거 패티는 미생물 오염

에 의한 저장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방사선 조사는 초기 미생물 감균 및

저장중 미생물 생육 지연에 매우 효과적으로 식육 및 그 가공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에

매우 유용한 방법임이 입증되었다.



- 278 -

Table 2-24. Effects on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of beef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40 -1) - -

5 ND2) 5.38 - -

10 ND 4.86 6.59 -

15 ND ND 5.72 5.81

20 ND ND 3.68 4.92

Vacuum

0 3.32 - - -

5 ND 5.32 - -

10 ND 3.72 6.58 -

15 ND ND 5.69 5.80

20 ND ND 3.64 4.90

Electron

Beam

N2

0 3.40 - - -

5 2.85 7.60 - -

10 ND 6.72 - -

15 ND 6.32 - -

20 ND 5.53 - -

Vacuum

0 3.32 - - -

5 2.48 7.75 - -

10 ND 6.71 - -

15 ND 5.83 - -

20 ND 5.56 - -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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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5. Effects on growth of psychrophilic bacteria of beef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45 -1) - -

5 ND2) 7.51 - -

10 ND 5.67 6.49 -

15 ND 3.76 5.66 6.79

20 ND ND 3.71 5.66

Vacuum

0 3.46 - - -

5 ND 7.59 - -

10 ND 5.65 6.46 -

15 ND 3.67 5.65 6.77

20 ND ND 3.67 5.62

Electron

Beam

N2

0 3.45 - - -

5 3.11 7.83 - -

10 ND 6.92 - -

15 ND 5.93 - -

20 ND 5.62 - -

Vacuum

0 3.46 - - -

5 3.08 7.79 - -

10 ND 6.59 - -

15 ND 5.91 - -

20 ND 5.57 - -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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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6. Effects on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of pork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32 -1) - -

5 ND2) 5.66 - -

10 ND 4.67 6.46 -

15 ND ND 5.71 5.76

20 ND ND 3.61 4.83

Vacuum

0 3.28 - - -

5 ND 5.63 - -

10 ND 3.93 6.32 -

15 ND ND 5.63 5.66

20 ND ND 3.57 4.72

Electron

Beam

N2

0 3.32 - - -

5 ND 7.54 - -

10 ND 6.76 - -

15 ND 6.40 - -

20 ND 5.43 - -

Vacuum

0 3.28 - - -

5 ND 7.51 - -

10 ND 6.63 - -

15 ND 5.32 - -

20 ND 5.15 - -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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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7. Effects on growth of psychrophilic bacteria of pork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Unit : log CFU/g)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54 -1) - -

5 ND2) 6.89 - -

10 ND 4.65 6.45 -

15 ND ND 5.63 6.91

20 ND ND 3.67 5.38

Vacuum

0 3.56 - - -

5 ND 6.85 - -

10 ND 4.61 6.38 -

15 ND ND 5.61 6.72

20 ND ND 3.63 5.18

Electron

Beam

N2

0 3.54 - - -

5 3.34 7.59 - -

10 ND 6.75 - -

15 ND 5.86 - -

20 ND 5.66 - -

Vacuum

0 3.56 - - -

5 3.32 7.51 - -

10 ND 6.71 - -

15 ND 5.85 - -

20 ND 5.57 - -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cells because of spoilage.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0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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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종별 조사에 의한 식육 및 가공품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일반성분 변화

포장방법 및 방사선 선종별 조사가 분쇄 우육, 분쇄 돈육, 햄버거 패티 2종의 일반성분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2-28~31에 나타내었다. 수분(moisture), 조단백(crude protein)

및 조지방(crude fat) 함량은 포장방법 및 방사선 조사선종에 관계없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유의

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방사선은 강한 에너지를 갖는 빛으로서 조사된 물체의

중량 등 주요 구성성분의 함량 변화 등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Lambert et al. 1992).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육의 중량과 단백질, 지질 및 수분과 같은 일반성분의 변화는 거의

없으며, 오히려 가열조리 등의 물리적 처리에 의해 영양성분의 파괴가 더 심해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성분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Kwak 등

(1998)의 연구 보고에서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 즉, 분쇄 돈육을 이용한 그들의 연구에서 일반

성분은 감마선 조사와 저장기간에 따라 수분함량만이 감소하였을 뿐 다른 성분 변화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pH 및 산도, 총 아미노산 조성, 무기질 함량 등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한 조성

변화는 없었다. Giroux과 Lacroix (1998)는 방사선이 조사된 식육의 영양학적 가치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필수지방산 및 아미노산의 손실은 거의 없으나 thiamin 함

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는 식육을 가열할 때 더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냉동 병용처리를 통해 방사선이 조사되는 동안 손실되는 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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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8. Contents of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fat of ground beef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fat

(%)

Gamma

ray

N2

0 56.7±4.1a 22.4±1.4a 10.61±1.1a

5 62.3±3.4a 19.7±1.2a 10.1±2.4a

10 58.6±2.9a 21.2±2.5a 9.2±1.7a

15 56.9±1.3a 20.4±1.9a 9.8±2.6a

20 60.1±4.7a 21.5±2.1a 8.4±1.4a

Vacuum

0 64.6±5.3a 20.3±1.2a 9.82±1.2a

5 59.6±3.1a 20.7±1.5a 9.2±1.4a

10 60.8±2.9a 19.6±1.2a 8.3±1.1a

15 57.3±4.2a 21.8±2.3a 10.1±2.7a

20 56.3±3.6a 22.9±1.9a 8.4±1.9a

Electron

Beam

N2

0 56.7±4.1a 22.4±1.4a 10.61±1.1a

5 59.4±1.8a 21.7±2.6a 9.7±1.7a

10 61.4±3.2a 19.3±1.8a 8.5±1.4a

15 59.5±2.7a 22.1±2.5a 10.1±2.9a

20 55.1±3.5a 20.6±1.3a 10.3±2.1a

Vacuum

0 64.6±5.3a 20.3±1.2a 9.82±1.2a

5 61.2±4.8a 19.6±1.6a 8.3±2.5a

10 63.5±2.6a 21.4±2.3a 9.1±1.6a

15 58.9±3.1a 19.8±1.5a 7.8±1.3a

20 61.3±2.4a 18.9±2.8a 9.3±2.1a

a-a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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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9. Contents of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fat of ground pork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Moisture

content (%)

Crude protein

(%)

Crude fat

(%)

Gamma

ray

N2

0 56.8±5.1a 18.2±1.7a 14.14±1.3a

5 58.9±4.5a 21.7±1.4a 14.10±1.5a

10 62.3±3.1a 20.4±2.7a 13.51±1.3a

15 57.8±2.8a 19.6±1.2a 12.76±1.7a

20 55.5±4.5a 24.2±2.5a 14.44±2.1a

Vacuum

0 68.8±4.6a 20.1±5.3a 11.38±2.1a

5 56.3±3.2a 20.9±1.3a 12.04±2.5a

10 63.7±4.6a 18.7±1.7a 10.93±1.3a

15 61.4±3.9a 19.6±2.4a 11.27±1.6a

20 59.7±5.1a 21.7±1.4a 11.81±2.1a

Electron Beam

N2

0 56.8±5.1a 18.2±1.7a 14.14±1.3a

5 61.7±3.6a 20.7±2.6a 13.68±1.8a

10 58.4±4.8a 19.8±1.2a 11.74±1.4a

15 60.7±2.4a 22.6±2.4a 13.49±1.7a

20 63.5±3.9a 21.9±1.9a 10.89±0.9a

Vacuum

0 68.8±4.6a 20.1±5.3a 11.38±2.1a

5 62.8±5.4a 19.8±1.5a 11.39±1.8a

10 57.1±2.6a 21.3±2.2a 10.94±21a

15 59.6±3.8a 20.6±1.8a 11.58±2.6a

20 57.3±3.2a 19.8±1.2a 12.61±1.7a

a-a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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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0. Contents of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fat of beef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fat

(%)

Gamma

ray

N2

0 46.1±3.9a 16.5±1.2a 14.6±1.9a

5 51.6±4.1a 17.7±1.7a 13.8±2.4a

10 49.3±5.7a 18.4±2.1a 15.7±2.1a

15 47.4±3.3a 16.9±2.5a 14.9±2.7a

20 48.8±4.6a 18.2±1.9a 13.2±1.2a

Vacuum

0 49.3±4.9a 18.7±1.6a 13.4±2.1a

5 51.4±3.8a 17.1±1.9a 14.6±1.4a

10 47.2±4.1a 16.4±2.1a 13.9±1.7a

15 48.7±5.2a 18.9±1.4a 15.3±1.2a

20 52.4±3.9a 17.1±1.7a 14.1±1.5a

Electron

Beam

N2

0 51.3±3.6a 15.8±1.6a 13.3±1.3a

5 46.9±5.2a 18.4±2.1a 15.6±2.1a

10 47.7±4.7a 18.1±2.4a 14.4±2.4a

15 51.6±3.4a 16.3±2.2a 15.2±1.7a

20 49.2±4.3a 17.9±1.6a 14.5±1.6a

Vacuum

0 51.1±4.9a 15.7±2.1a 14.7±2.2a

5 51.5±5.1a 16.1±1.5a 15.3±1.9a

10 49.4±4.7a 14.4±2.5a 14.1±1.4a

15 51.8±4.2a 17.9±1.8a 14.6±2.1a

20 49.3±5.4a 16.1±1.9a 13.9±2.3a

a-a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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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1. Contents of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fat of pork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fat

(%)

Gamma

ray

N2

0 48.6±4.8a 17.9±1.4a 14.3±1.6a

5 47.3±5.3a 16.3±2.2a 13.9±2.3a

10 45.8±4.2a 16.7±1.8a 15.4±2.1a

15 51.1±4.9a 17.5±1.4a 14.7±1.8a

20 48.4±5.3a 16.3±2.1a 14.3±1.5a

Vacuum

0 48.7±5.2a 17.3±2.3a 13.8±1.1a

5 51.4±4.4a 18.5±1.7a 15.2±2.7a

10 43.5±3.9a 16.9±1.5a 14.6±1.2a

15 47.7±5.4a 17.3±1.9a 15.1±2.1a

20 49.3±4.7a 16.7±2.3a 14.3±1.6a

Electron

Beam

N2

0 46.3±4.8a 17.1±1.2a 15.3±1.4a

5 47.5±5.6a 17.6±2.4a 14.2±2.1a

10 51.2±4.2a 16.1±1.5a 14.4±1.6a

15 45.8±4.9a 17.4±2.2a 15.1±1.3a

20 48.6±5.3a 16.9±1.7a 14.9±1.7a

Vacuum

0 47.3±5.1a 16.9±2.1a 14.1±1.6a

5 45.7±3.9a 17.4±1.9a 13.4±2.1a

10 51.4±4.3a 16.8±1.7a 14.6±2.4a

15 49.2±5.1a 17.3±2.4a 15.2±1.6a

20 46.8±4.9a 16.7±2.1a 13.9±1.4a

a-a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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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산패도의 변화

▪분쇄 우육 및 분쇄 돈육

포장방법을 달리하여 각각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한 분쇄 우육 및 분쇄 돈육의 가속저장 기

간 중의 TBA 값의 변화를 각각 Table 2-32와 33에 나타냈다. 식육은 저장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지방산패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과산화물 함량도 증가하며(Kim et al. 2002) 식육에 방사선을 조

사할 경우에도 역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hydroxyl radical에 의해 지방이 산화된다

(Whang 2003). 육류의 주요 지방산은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oleic acid (C18:1)

및 linoleic acid(C18:2)이며, 이들 지방산은 우육에 각각 23.5±2.0, 9.5±2.0, 43.0±4.6 및 1.5±0.9, 돈

육에 25.4±1.3, 10.9±1.5, 34.7±2.0 및 10.4±1.3의 비율(%)로 존재한다(Kim et al., 1999). 이중 oleic

acid와 linoleic acid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쉽게 산화된다(Giroux and

Lacroix, 1998). 지방산화는 방사선 조사선량에 의존적이며 특히, 산소가 존재할 경우 지방산화가

촉진된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대조구 (0.49 MA μmol/g)에 비해 20 kGy의 감마선 또는 전자선

이 조사된 4개 처리구의 TBA 값이 1.46 ～ 2.49 MA μmol/g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방사선 조

사에 의해 식육의 지방산패가 촉진되며 선량 의존성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들(Aziz et al. 2002 )

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조사선종에 따른 영향의 경우 TBA 값은 동일 선량에서 비교할 때 감마선 조사구가 전자선 조사

구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지방산패를 더욱 촉진시켜 지방산패 측면에서는

전자선이 감마선에 비해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포장방법에 따른 TBA 값은 질소치환 및 진

공 포장군간에 수치적 차이는 다소 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질소치

환 및 진공 포장 둘 다 지방산화의 주요 인자인 산소를 차단해 산소에 의한 산화를 방지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Smith et al. (1960)은 감마선의 경우 포장방법에 상관없이 지방산화를 촉진한다

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였으며 Johnston 등(1992)은 산소가 존재할 경우 전자선을 조사

한 시료에서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방산화가 촉진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질소치

환 및 진공포장 모두 산소를 제거하여 두 포장군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진공

포장 또는 질소포장을 하여 산소를 제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 kGy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 조

사 시에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구 모두에서 TBA 값이 매우 높게 나타나 포장방법 이외에 지방산

화 억제를 위한 후행 연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쇄 돈육의 경우에는 분쇄 우육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TBA

값도 증가하였으며 저장 중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전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Heath et al. 1990). 또한,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돈육의 지방산화를 더욱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질 않아 분쇄 우육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방의 산화는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촉진되며, 돈육의

경우 불포화도가 높은 linoleic acid 함량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육에 비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방산화가 증가하게 된다(Giroux and Lacroix, 1998). 본 연구 결과에서는 방사선을 조사하

지 않은 분쇄 우육의 TBA 값이 분쇄 돈육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동일선량에서 우육이

돈육에 비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지방산패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료의 처리 및

보관 등 시료 준비과정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방산화를 방지하

기 위해 질소치환 또는 진공 포장 외에도 냉동 방사선 조사 및 항산화제 첨가와 같은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들 방법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방산화를 방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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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조사선량이 높아질 경우에는 하나의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

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처리를 동시에 병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이를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32. Contents of malondialdehyde (μmol/g) of ground beef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0.49±0.42a -1) - -

5 1.44±0.32b - - -

10 1.58±0.41b 2.29±0.72a 2.68±0.92a -

15 2.07±0.23bc 2.47±0.42ab 2.99±1.01a 3.35±1.32a

20 2.49±0.54c 2.97±0.55b 3.67±0.79b 3.83±0.97a

Vacuum

0 0.52±0.33a - - -

5 1.08±0.52b - - -

10 1.35±0.29bc 2.33±0.26a 2.45±0.82a -

15 1.96±0.42c 2.41±0.36a 2.91±0.88ab 3.93±1.44a

20 2.27±0.37c 2.85±0.53b 3.03±0.91b 4.18±1.07a

Electron

Beam

N2

0 0.49±0.42a - - -

5 0.94±0.29b - - -

10 1.12±0.29b 1.58±0.83a - -

15 1.27±0.42bc 2.20±0.91b - -

20 1.46±0.39
c

2.29±0.86
b

- -

Vacuum

0 0.52±0.33
a

- - -

5 0.88±0.36a - - -

10 0.94±0.46
ab

1.82±0.63
a

- -

15 1.05±0.29b 2.02±0.72ab - -

20 1.99±0.38
c

2.42±0.43
b

- -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 of each treatment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TBA value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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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3. Contents of malondialdehyde (μmol/g) of ground pork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0.42±0.19a -1) - -

5 1.25±0.44b - - -

10 1.77±0.38bc 2.44±0.83a 2.01±1.02a -

15 1.84±0.29c 2.51±0.94a 3.07±1.01b 3.20±1.22a

20 2.01±0.22c 2.75±0.88b 3.22±0.79b 3.18±1.52a

Vacuum

0 0.48±0.21a - - -

5 1.17±0.64b - - -

10 1.59±0.73b 2.41±0.86a 2.84±0.99a -

15 2.06±0.48c 2.88±0.77b 2.95±1.08a 3.45±1.19a

20 2.08±0.62c 2.91±0.99b 3.00±1.13a 3.64±0.97a

Electron

Beam

N2

0 0.42±0.19a - - -

5 0.73±0.36ab - - -

10 0.87±0.54b 2.02±0.72a - -

15 1.03±0.56bc 2.32±0.85bc - -

20 1.39±0.44c 2.50±0.69c - -

Vacuum

0 0.48±0.21a - - -

5 0.85±0.54a - - -

10 1.07±0.48
ab

2.08±0.53
a

- -

15 1.55±0.47b 2.13±0.44a - -

20 1.84±0.39c 2.71±0.34b - -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TBA value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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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우육 패티 및 돈육 패티의 가속저장 중의 감마선, 전자선 조사와 포장방법에 따른 TBA 값의

변화를 각각 Table 2-34 및 35에 나타내었다. 우육 패티의 경우 저장 초기 TBA 값은 비조사구에

서 1.75 ~ 2.01 MA μmol/g 이었으나 감마선과 전자선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일반적으로 방사선은 수용액 또는 오일 에멀젼 (oil

emulsion) 상태에서 hydroxyl radical을 생성시키는데 육류의 경우 근육세포의 약 75%를 차지하

는 물이 지방 이중막 (lipid bilayer)으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지방의 산화를 야기한다

(Thakur and Singh 1994).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산소가 방사선에 비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

며 특히, 조리된 육가공품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다. 방사선 선종에 따른 영향으로는 원료

육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지방산화를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생물 생육시험 결과에서와 같이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산화

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포장방법을 달리할 경우에는 사용된 원료육의 종류 및 조사선종에 관계없이 질소치환 포장이

진공 포장에 비해 지방산화 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의한 지방의

산화는 포장방법, 저장조건 등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Shin and Lee

2002), 질소치환과 진공 포장의 차이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Ahn과 Lee (2006)는 질소치환 또는 진공 포장방법과 항산화제를 병용처리가 방사선 조사에

따른 신선육과 가공육의 산화적 품질변화를 조절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제시한바 있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질소치환 또는 진공 포장만으로는 고선량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방산화를 억제

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항산화제와 같은 병용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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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4. Contents of malondialdehyde (μmol/g) of beef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2.01±0.79a -1) - -

5 2.23±0.95a - - -

10 2.38±0.85a 2.52±1.02a 3.11±1.38a -

15 2.83±0.93ab 2.99±0.74ab 3.37±1.27a 4.29±1.53a

20 3.01±1.04b 3.37±1.05b 3.44±0.94a 4.63±1.62a

Vacuum

0 1.75±0.93a - - -

5 2.35±0.90b - - -

10 2.54±1.12b 2.91±0.26a 3.23±1.11a -

15 2.88±0.91bc 2.94±0.36a 3.95±0.98b 4.69±1.42a

20 3.21±0.95c 3.22±0.53a 3.74±0.88b 5.37±1.09b

Electron

Beam

N2

0 2.01±0.79a -1) - -

5 2.11±0.82a - - -

10 1.97±0.78a 2.08±0.83a - -

15 2.53±0.91b 2.35±0.91ab - -

20 2.92±1.02b 2.99±0.86b - -

Vacuum

0 1.75±0.93a - - -

5 1.51±0.74a - - -

10 2.18±0.66
ab

2.31±0.96
a

- -

15 2.85±0.59b 2.99±0.83b - -

20 2.98±0.85b 3.01±0.77b - -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TBA value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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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5. Contents of malondialdehyde (μmol/g) of pork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1.76±0.74a -1) - -

5 1.82±0.72a - - -

10 1.99±0.84a 2.83±0.85a 3.22±1.02a -

15 2.37±0.79ab 3.07±0.73a 3.44±0.98a 4.25±1.41a

20 2.98±1.04b 3.11±0.66a 3.99±1.09b 4.53±1.29a

Vacuum

0 1.79±0.83a - - -

5 1.89±0.83a - - -

10 2.18±0.77ab 2.66±1.06a 3.25±0.82a -

15 2.72±0.74bc 2.90±0.92ab 3.21±0.88a 4.07±1.52a

20 3.01±0.73c 3.18±0.96b 3.63±0.91b 4.88±1.39b

Electron

Beam

N2

0 1.76±0.74a -1) - -

5 1.92±0.84a - - -

10 2.15±0.79ab 2.33±0.78a - -

15 2.21±0.59b 2.64±0.89ab - -

20 2.82±0.85c 3.04±0.69b - -

Vacuum

0 1.79±0.83a - - -

5 1.73±0.53a - - -

10 1.92±0.57
a

2.44±0.80
a

- -

15 2.61±0.64b 2.78±0.91b - -

20 2.76±0.70b 2.97±0.79b - -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TBA value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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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발성 염기태 질소 함량의 변화

▪분쇄 우육 및 분쇄 돈육

포장방법 및 방사선 선종별 조사가 저장 중의 분쇄 우육과 분쇄 돈육의 휘발성 염기태 질소

(VBN : Volatile basic nitrogen)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2-36과 37에 나타내

었다. 저장초기 분쇄 우육과 분쇄 돈육의 VBN 함량은 약 2 ～ 3 ㎎%로 조사선종 및 포장방법에

관계없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p < 0.05), 방사선 조사가 육류

의 VBN 함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육류의 저장 중 근육단백질은 아미노산 및 저분자의 무기태 질소로 분해되는데 이 때 생성되는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증가하며 아데닐산 (AMP : adenosine

monophospate)의 분해에 의해 암모니아가 생성되므로 VBN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Davies and

Board 1998). 따라서 VBN 함량은 육류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원료육 및

포장육에 한하여 VBN 함량을 2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분쇄 우육 및

분쇄 돈육의 VBN 함량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감마선

또는 전자선 조사구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VBN 함량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분쇄 우육과 분쇄 돈육의 미생물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다른 연구 결과들도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Whang 2003)

방사선 선종에 따른 차이는 감마선 조사가 전자선 조사에 비해 저장 중에 VBN 함량 증가를 억

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생물 생육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로 감마선이 전자선

에 비해 초기 미생물의 제어에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자선의 경우 분쇄 우육과 분

쇄 돈육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감마선에 비해 보다 높은 선량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포

장방법별 비교에서는 조사선종에 관계없이 진공 포장구가 질소치환 포장구에 비해 VBN 생성을

억제하는데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생물 생육 결과와 같이 진공 포장이 질소치

환 포장에 비해 저장 중의 미생물 생육억제에 효과적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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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6. Contents of volatile basic nitrogen (㎎%) of ground beef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2.45±0.31a -1) - -

5 2.24±0.24a - - -

10 2.57±0.31a 6.32±0.43a 13.36±1.42a -

15 2.85±0.58a 6.15±0.52a 8.55±0.97b 11.56±1.62a

20 2.15±0.16a 6.17±0.39a 7.63±0.83b 7.95±0.97b

Vacuum

0 2.42±0.24a - - -

5 1.89±0.27a - - -

10 2.45±0.51a 5.95±0.37a 11.55±1.23a -

15 2.42±0.34a 5.71±0.31a 7.95±0.84b 9.81±0.84a

20 2.18±0.25a 5.64±0.45a 5.35±0.61c 5.75±0.67b

Electron

Beam

N2

0 2.45±0.31a -1) - -

5 2.05±0.18a - - -

10 2.75±0.25a 6.35±0.97a - -

15 2.83±0.43a 6.32±0.51a - -

20 2.52±0.34a 6.28±0.74a - -

Vacuum

0 2.42±0.24a - - -

5 2.87±0.45a - - -

10 2.19±0.28a 5.95±0.63a - -

15 2.05±0.54a 5.83±0.72a - -

20 2.47±0.21a 5.75±0.43a - -

a-c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1)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VBN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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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7. Contents of volatile basic nitrogen (㎎%) of ground pork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2.27±0.28a -1) - -

5 2.75±0.28a - - -

10 2.49±0.35a 7.15±0.62a 14.55±1.84a -

15 2.05±0.14a 6.37±0.74ab 8.21±0.93b 9.57±0.86a

20 2.83±0.26a 5.11±0.39b 7.53±0.56a 7.94±0.59b

Vacuum

0 2.19±0.36a - - -

5 2.16±0.28a - - -

10 2.84±0.35a 6.14±0.68a 10.3±1.27a -

15 2.38±0.51a 4.83±0.52b 6.85±0.73b 7.76±0.64a

20 2.45±0.32a 3.76±0.49b 4.14±0.54c 4.55±0.58b

Electron

Beam

N2

0 2.27±0.28a -1) - -

5 2.14±0.34a - - -

10 2.82±0.49a 7.55±0.82a - -

15 1.95±0.27a 6.58±0.59ab - -

20 2.47±0.42a 5.54±0.63b - -

Vacuum

0 2.19±0.36
a

- - -

5 2.79±0.42a - - -

10 2.45±0.16a 6.51±0.73a - -

15 3.15±0.54a 5.05±0.46b - -

20 3.58±0.35a 3.89±0.38c - -

a-c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VBN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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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를 진공 및 질소치환 포장하고 각각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여 30℃에

서 10일간 가속저장하면서 VBN 함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2-38과 39에 나타내었다. 분쇄육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의 VBN 함량은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2.5 ～ 3.6

㎎%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5) 조사선종 및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도 없

었다. 또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 조사구가 대조구에 비해 VBN 함량 증가가 억제되

어 미생물 생육결과와 일치하였다. Al-Bachir 등(2001)는 lucheon meat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저장

중의 VBN 함량을 분석한 결과 감마선 조사된 시료의 VBN 함량이 비조사구에 비해 낮았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조사선종 및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 역시 감마선 조사와 진공포장이 각각 전자선 조사와 질소치

환 포장에 비해 저장 중 VBN 함량의 증가를 억제하는데 조금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 분쇄육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육류 및 육가공품의 중요한 품질 지표인자

인 VBN 함량은 미생물 생육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감마선과 진공포장이 VBN 함량 증가

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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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8. Contents of volatile basic nitrogen (㎎%) of beef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3.1±0.41a -1) - -

5 3.6±0.28a - - -

10 2.5±0.49a 6.1±0.54a 12.8±0.94a -

15 3.4±0.31a 5.2±0.49ab 9.1±0.78b 12.3±0.91a

20 3.2±0.27a 4.5±0.61b 6.2±0.56c 7.9±0.83b

Vacuum

0 2.5±0.38a - - -

5 2.7±0.38a - - -

10 2.8±0.24a 5.4±0.64a 12.4±0.91a -

15 3.4±0.43a 5.1±0.46a 8.8±0.86b 11.7±0.69a

20 2.5±0.27a 3.9±0.52b 5.6±0.62c 7.3±0.64b

Electron

Beam

N2

0 3.1±0.41a -1) - -

5 2.5±0.38a - - -

10 3.2±0.31a 6.3±0.38a - -

15 2.9±0.46a 5.4±0.74ab - -

20 2.8±0.39a 4.6±0.47b - -

Vacuum

0 2.5±0.38a - - -

5 2.4±0.41a - - -

10 3.5±0.47
a

5.7±0.49
a

- -

15 2.7±0.39a 5.3±0.51a - -

20 3.2±0.24a 4.1±0.37b - -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VBN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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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9. Contents of volatile basic nitrogen (㎎%) of pork patties with different packaging and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0℃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2 5 10

Gamma

ray

N2

0 2.9±0.34a -1) - -

5 2.5±0.26a - - -

10 2.8±0.31a 5.9±0.53a 11.2±0.92a -

15 3.2±0.51a 5.1±0.43a 8.9±0.69b 11.9±0.96a

20 2.9±0.49a 4.2±0.32b 6.5±0.54c 7.1±0.73b

Vacuum

0 3.1±0.43a - - -

5 3.2±0.52a - - -

10 2.9±0.43a 5.6±0.63a 10.9±0.79a -

15 2.8±0.29a 4.7±0.41ab 7.6±0.45b 10.6±0.84a

20 2.5±0.33a 3.9±0.47b 6.1±0.54c 6.9±0.61b

Electron

Beam

N2

0 2.9±0.34a - - -

5 2.8±0.41a - - -

10 2.6±0.35a 6.1±0.31a - -

15 2.9±0.57a 5.3±0.52ab - -

20 3.1±0.32
a

4.3±0.45
b

- -

Vacuum

0 3.1±0.43
a

- - -

5 2.6±0.27a - - -

10 3.2±0.52a 5.8±0.53a - -

15 2.7±0.41a 4.9±0.36ab - -

20 2.8±0.35a 4.1±0.44b - -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VBN because of spoi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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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도에 미치는 영향

▪분쇄 우육 및 분쇄 돈육

방사선 조사에 따른 질소치환 및 진공 포장한 분쇄 우육과 분쇄 돈육의 표면색도 변화를 Table

2-40과 41에 나타내었다. 우육의 경우에는 명도 (L*), 적색도 (a*), 황색도 (b*)는 조사선종 및 포장

방법에 관계없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한 반면, 돈육의 경우에는 명도, 적색

도, 황색도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상반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p < 0.05).

일반적으로 식육의 마이오글로빈 (myoglobin)은 산화하여 옥시마이오글로빈 (oxymyoglobin)을

형성하고 산화과정이 계속 진행됨에 따라 메트마이오글로빈 (metmyoglobin)이 형성되어 암갈색으

로 변화한다. 그러나 방사선이 조사된 식육은 이온화 에너지의 흡수에 의해 Fe2+가 산화되어 Fe3+

의 생성과 함께 방사선 자체에 의한 metmyoglobin의 파괴가 발생된다(Clarke and Richards

1971).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 (CO) 또는 질소 (NO)가 육색소인

myoglobin과 결합하여 CO-Mb 또는 NO-Mb이 생성되므로 고정화된 밝은 선홍색을 띄게 된다.

하지만, 우육의 경우 계육, 돈육과 같은 백색육에 비해 햄 색소 (Heme pigment)의 함량이 10배

이상 높아 CO-Mb와 같은 고정화색소의 생성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적색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hn and Lee 2006). Nanke 등(1999)는 진공 포장한 우육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적

색도가 감소하고, 이와 반대로 돈육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명도와 적색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였다(Nam and Ahn 2003 ). 한편, 우육의 경우 조사선원이 육색에 미

치는 영향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공 포장이 질소치환 포장에 비해 조사에 따른 육

색변화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돈육의 경우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감마

선이 전자선에 비해 색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방사선 조사에 의

한 육색소 변화는 조사선량, 원료육의 종류, 근육의 형태 및 포장방법과 같이 다양한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Luchsinger et al. 1996).

식육의 색이 중요한 이유는 모든 개개의 식육이 고유한 색을 가지고 있으며, 각 식품의 형태,

크기, 풍미 등과 함께 소비자들의 상품 가치면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식

육에 대해서는 과거 경험과 편견을 통해서 식육의 특정한 색을 기대 또는 연상하게 된다. 따라서

식육의 색택은 시각적 상품 가치면에서 소비자의 기호에 큰 영향을 끼친다. 특히, 소비자 구입 시

고려사항 중 가장 중요한 선택요인은 외관이나 색깔이며(Risvik 1994), 소비자는 선홍색을 가장 선

호한다. 본 연구 결과에서 돈육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붉은색이 증가하게 되어 많은 장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우육의 경우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해 색이 어두

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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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0.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in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ed ground

beef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Hunter's color value

L* a* b*

Gamma

ray

N2

0 38.18±0.93a 19.98±0.24a 26.75±0.31a

5 37.22±0.47a 15.53±0.19b 24.41±0.27b

10 36.83±0.28b 12.12±0.11c 21.69±0.14c

15 34.81±0.31c 9.95±0.13d 19.31±0.23d

20 33.18±0.24d 8.36±0.07e 16.29±0.16e

Vacuum

0 38.18±0.93a 19.98±0.24a 26.75±0.31a

5 36.86±0.82a 14.24±0.29a 23.95±0.28a

10 36.17±0.53a 11.85±0.16b 21.12±0.19b

15 34.57±0.62b 9.45±0.17c 18.51±0.13c

20 33.12±0.47c 8.12±0.11d 16.14±0.17d

Electron

Beam

N2

0 38.18±0.93a 19.98±0.24a 26.75±0.31a

5 37.81±0.85a 15.97±0.23a 24.63±0.28a

10 37.27±0.39a 12.61±0.14b 21.75±0.14b

15 35.68±0.71b 10.35±0.05c 19.49±0.24c

20 33.82±0.47c 8.42±0.08d 16.61±0.19d

Vacuum

0 38.18±0.93a 19.98±0.24a 26.75±0.31a

5 37.46±0.52a 15.63±0.25a 24.14±0.31a

10 36.95±0.71a 11.92±0.18b 21.43±0.27b

15 35.47±0.46b 9.58±0.21c 18.92±0.14c

20 33.71±0.38c 8.19±0.16d 16.43±0.11d

a-e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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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1.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in gamma-ray or electron beam irradiated ground

pork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Hunter's color Values

L* a* b*

Gamma-

ray

N2

0 44.35±0.97c 7.17±0.13e 8.14±0.06e

5 44.75±0.46bc 7.88±0.07d 8.39±0.14d

10 45.21±0.62b 8.42±0.17c 8.95±0.27c

15 46.76±0.58a 9.64±0.21b 9.47±0.22b

20 47.42±0.71a 10.48±0.46a 10.26±0.39a

Vacuum

0 44.35±0.97c 7.17±0.13e 8.14±0.06e

5 44.88±0.57c 7.91±0.06d 8.58±0.11c

10 45.46±0.84c 8.53±0.13c 9.16±0.19b

15 46.91±0.51b 9.72±0.32b 9.59±0.27b

20 48.68±0.76a 10.63±0.21a 10.54±0.43a

Electron

Beam

N2

0 44.35±0.97c 7.17±0.13e 8.14±0.06e

5 43.91±0.91b 7.42±0.08d 8.17±0.09d

10 44.84±0.43b 7.98±0.27c 8.82±0.14c

15 45.39±0.76ab 8.54±0.16b 9.27±0.27b

20 46.72±0.82
a

9.81±0.24
a

9.75±0.16
a

Vacuum

0 44.35±0.97c 7.17±0.13e 8.14±0.06e

5 44.24±0.58b 7.58±0.14d 8.58±0.06c

10 45.16±0.39b 8.37±0.19c 9.16±0.24b

15 46.28±0.57a 8.69±0.23bc 9.49±0.31ab

20 47.24±0.61a 9.98±0.27a 9.84±0.28a

a-e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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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 패티

방사선 조사에 따른 질소치환 및 진공 포장한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의 표면 색도를 각각 Table

2-42와 43에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한 우육 패티의 명도 (L*), 적색도 (a*) 및 황색도 (b*)는 분쇄

우육과 마찬가지로 조사선종 및 포장 방법에 상관없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낮

아지는 경향이었다 (p < 0.05). 특히, a* 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비조사구가 15.57에서 20 kGy

감마선 조사구가 4.52로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L* 와 b*는 우육 패티의 감소폭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일선량에서 비교할 때 조사선종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공 포장이 질소치환 포장에 비해 색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분쇄 우육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다.

돈육 패티의 경우에는 우육 패티와는 반대로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a* 가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나, L* 와 b*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또한,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돈육의 적색도 (a*)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

로 나타나 분쇄 돈육과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Lee 등 (1999c)은 돈육 햄버거 스테이크의 적색도

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증가하였으나 반대로, Luchsinger 등(1997)은 우육 패티에 방사선을 조사

한 결과 적색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im과 Lee (2007)는 돈육 발효 소시지에 전자선

을 조사하고 육색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적색도 (a*) 와 황색도 (b*) 값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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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2.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in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ed beef

patty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Hunter's color Values

L* a* b*

Gamma

ray

N2

0 40.94±0.91a 15.57±0.09a 21.65±0.26a

5 40.72±0.62a 12.35±0.13b 21.31±0.18a

10 40.35±0.78a 8.19±0.22c 20.79±0.21b

15 39.71±0.37ab 6.45±0.06d 20.41±0.27bc

20 39.38±0.53b 4.86±0.14e 20.29±0.19c

Vacuum

0 40.94±0.91a 15.57±0.09a 21.65±0.26a

5 40.65±0.85a 11.84±0.14a 20.95±0.13a

10 40.31±0.63a 7.91±0.23b 20.32±0.28b

15 39.53±0.41ab 5.75±0.19c 19.81±0.19bc

20 39.18±0.52b 4.52±0.05d 19.46±0.22c

Electron

Beam

N2

0 40.94±0.91a 15.57±0.09a 21.65±0.26a

5 40.82±0.78a 12.97±0.14a 21.89±0.31a

10 40.53±0.49a 8.61±0.08b 21.65±0.28a

15 40.48±0.53a 6.35±0.12c 21.37±0.14a

20 40.27±0.57a 5.42±0.26d 20.71±0.32b

Vacuum

0 40.94±0.91a 15.57±0.09a 21.65±0.26a

5 40.79±0.36a 12.63±0.19a 21.74±0.28a

10 40.43±0.71a 8.32±0.13b 21.33±0.17a

15 40.35±0.52a 5.98±0.07c 20.81±0.23b

20 40.14±0.65a 4.89±0.12d 20.63±0.29b

a-e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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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3.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in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ed pork

patties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Hunter's color Values

L* a* b*

Gamma

ray

N2

0 48.17±0.94a 4.25±0.04e 10.17±0.23a

5 48.68±0.67a 4.63±0.09d 10.43±0.18a

10 49.31±0.73a 5.38±0.14c 10.86±0.27a

15 49.69±0.61a 6.61±0.26b 10.41±0.29a

20 49.84±0.59a 7.37±0.18a 10.85±0.18a

Vacuum

0 48.17±0.94a 4.25±0.04e 10.17±0.23a

5 49.73±0.75a 4.67±0.08d 10.48±0.21a

10 50.26±0.48a 5.41±0.24c 10.07±0.32a

15 50.46±0.62a 6.65±0.17b 10.53±0.26a

20 50.71±0.57a 7.42±0.29a 10.96±0.23a

Electron

Beam

N2

0 48.17±0.94a 4.25±0.04e 10.17±0.23c

5 48.35±0.79a 4.49±0.04d 10.29±0.15b

10 48.93±0.57a 4.86±0.07c 10.64±0.18b

15 49.47±0.52a 5.58±0.14b 11.37±0.23a

20 49.59±0.64a 6.65±0.18a 11.58±0.21a

Vacuum

0 48.17±0.94a 4.25±0.04e 10.17±0.23c

5 49.13±0.83a 4.54±0.07d 10.41±0.23b

10 49.41±0.74a 5.15±0.08c 10.76±0.15b

15 49.76±0.47a 5.73±0.15b 11.41±0.24a

20 49.95±0.59a 6.89±0.24a 11.75±0.29a

a-e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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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패티의 경도에 미치는 영향

포장 방법을 달리하여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한 우육 패티 및 돈육 패티의 경도 측정 결과를 Table

2-44 및 45에 나타냈다.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의 경도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5). 일반적으로 식육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근육 또는 피부 조직의 세

포내 콜라겐 구조에 영향을 주고(Bowes and Moss 1962), 마이오신 (myosin)의 두부 (head part)를 변

성시킨다(Lee et al. 2000).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조직변화로 인해 방사선 조사 식육의 연도가 향상

된다는 긍정적인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Whitehair et al. 1964).

포장방법이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의 경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조사구와 조사구 모두 진공포장 시에

경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진공포장에 의해 햄버거 패티의 부피가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조사선종에 의한 영향은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 모두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

해 경도 감소에 더욱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투과도가 높아

햄버거 패티에 존재하는 근원섬유 단백질에 더욱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44. Changes of hardness (g) in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ed beef patties

Package kGy

Radiation Type

Gamma ray Electron Beam

N2

0 358.94±14.06b 358.94±14.06bb

5 332.63±43.45bc 352.80±24.85bb

10 285.25±29.32cd 346.79±47.41bc

15 292.71±36.40cd 339.37±36.84c

20 251.20±41.22d 282.20±96.98d

Vacuum

0 451.26±31.79a 451.26±31.79a

5 441.79±24.09a 436.04±34.73a

10 432.67±44.23a 447.83±41.48a

15 435.35±1.97a 426.54±6.39a

20 380.01±19.21ab 360.16±17.05ab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a-d

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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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5. Changes of hardness (g) in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ed pork patties

Package kGy

Radiation Type

Gamma ray Electron beam

N2

0 363.76±19.91b 363.76±19.91ab

5 296.23±31.82c 363.73±27.37ab

10 289.50±48.41c 353.97±43.74ab

15 267.84±21.60c 356.78±48.35ab

20 253.31±30.53c 308.61±34.34b

Vacuum

0 431.76±45.35a 431.76±45.35a

5 395.67±50.32ab 424.38±6.22a

10 385.06±27.59ab 423.21±61.62a

15 386.43±20.32ab 419.93±83.64a

20 375.69±28.35b 407.34±69.88a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a-c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each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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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패티의 관능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포장방법을 달리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의 관능검사 결과를 각각 Table

2-46와 47에 나타냈다.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의 색(color), 씹힘성(chewiness), 맛(taste), 종합적 기

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포장방법에 관계없이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구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고 반대로 이취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관능

적 품질저하를 확인할 수 있었다(p < 0.05). 측정 항목별로 살펴보면, 색은 우육 패티의 경우에 모

든 시료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돈육 패티의 경우 15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시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돈육 패티의 색도 측정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돈육 패티 내부까지 적색도(a*)가 증가하여 비조사구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씹힘

성은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 모두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였는데 이는 햄버거 패티의 경도 측

정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맛은 역시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 모두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취가 증가가 그 원인으로 사료된다.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방사선 조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관능적 품질 변화이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이취는 단백질 또는 아미노산의 변화에 의해 생성된 황함유 휘발성 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이는 지방산화에 의한 생성물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이취는 물에 젖은 개의 냄

새(wet dog odor)와 같은 냄새(Koleva et al. 2002) 또는 옥수수 구은 냄새(barbecued corn-like

odor)와 같은 냄새로 인식되기도 한다(Ahn et al. 2000). 한편, 포장방법 및 조사선종에 따른 영향

으로는 우육 패티와 돈육 패티 모두 질소치환 포장과 전자선 병용처리구의 관능평가 결과가 전반

적으로 높게 나타나 관능적 품질저하 방지 측면에서 질소치환과 전자선 조사가 가장 효과적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질소치환 또는 진공 포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방사선 조사에 의해 관능적 품질저하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는 못하였으며 이러한 현상

은 특히 10 kGy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 조사에 의해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방사선 조사에 의한 관능적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천연 항산화제,

포장방법 및 조사조건 개선 등을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었다(Lee et al. 2000). Ahn과 Lee (2006)는

이들 방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항산화제와 포장방법을 병용하는 것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육 및 가공품의 산화적 품질변화를 방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바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방사선 조사는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저장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

이었으나 지방산패 및 이취 발생에 따른 관능적 품질이 변화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방사선 조

사에 의한 관능적 품질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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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6.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of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ed beef patties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Color Chewiness Taste Off-flavor

Overall

acceptance

Gamma

ray

N2

0 6.8±0.4a 6.6±0.7a 6.8±0.6a 1.2±0.1c 6.8±0.7a

5 6.3±0.5a 6.1±0.5a 6.1±0.5a 1.9±0.1b 6.1±0.6a

10 5.9±0.4a 5.6±0.6a 5.7±0.6ab 2.1±0.2b 5.6±0.4a

15 5.7±0.5a 5.2±0.4ab 5.3±0.6b 2.5±0.2b 4.8±0.2b

20 5.4±0.6a 4.6±0.3b 4.1±0.3c 3.1±0.3a 4.2±0.3c

Vacuum

0 6.8±0.4a 6.6±0.7a 6.8±0.6a 1.2±0.1c 6.8±0.7a

5 6.2±0.6a 5.9±0.4a 6.1±0.6a 2.1±0.2b 5.8±0.4a

10 6.1±0.5a 5.4±0.6a 5.7±0.5ab 2.6±0.3ab 5.1±0.6b

15 5.5±0.5a 4.9±0.3ab 5.2±0.5b 2.8±0.3a 4.6±0.3bc

20 5.3±0.4a 4.1±0.4b 3.9±0.3c 3.2±0.2a 4.1±0.3c

Electron

Beam

N2

0 6.8±0.4a 6.6±0.7a 6.8±0.6a 1.2±0.1c 6.8±0.7a

5 6.6±0.6a 6.2±0.6a 6.4±0.6a 1.7±0.2b 6.3±0.3a

10 6.4±0.5a 5.8±0.5a 6.1±0.5ab 1.9±0.2ab 5.7±0.5ab

15 6.1±0.5a 5.5±0.5ab 5.6±0.3b 2.2±0.3a 5.2±0.3b

20 5.9±0.3
a

5.1±0.4
b

4.4±0.4
c

2.6±0.2
a

4.5±0.4
b

Vacuum

0 6.8±0.4a 6.6±0.7a 6.8±0.6a 1.2±0.1c 6.8±0.7a

5 6.5±0.5a 6.1±0.5a 6.2±0.5a 1.8±0.3b 6.1±0.5ab

10 6.4±0.5
a

5.5±0.5
a

5.9±0.6
ab

2.1±0.3
b

5.3±0.4
b

15 6.2±0.6a 5.1±0.6ab 5.4±0.5b 2.5±0.2ab 4.9±0.3bc

20 5.8±0.4a 4.3±0.3b 4.3±0.4c 2.7±0.2a 4.3±0.4c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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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7.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of gamma ray or electron beam irradiated pork patties

Radiation

Type

Package

Type

Dose

(kGy)
Color Chewiness Taste Off-flavor

Overall

acceptance

Gamma

ray

N2

0 6.8±0.8a 6.7±0.7a 6.8±0.6a 1.2±0.1c 6.8±0.8a

5 6.3±0.5a 6.3±0.6a 6.2±0.5a 2.1±0.1b 6.2±0.4a

10 5.8±0.4a 5.7±0.4ab 5.9±0.5a 2.3±0.1b 5.7±0.5a

15 5.2±0.4ab 5.4±0.5b 5.4±0.3ab 2.8±0.3a 5.2±0.6ab

20 4.9±0.3b 4.8±0.3b 4.5±0.5b 3.2±0.2a 4.6±0.3b

Vacuum

0 6.8±0.8a 6.7±0.7a 6.8±0.6a 1.2±0.1c 6.8±0.8a

5 6.1±0.6a 6.1±0.5a 6.2±0.4a 2.2±0.2b 5.9±0.4a

10 5.6±0.5a 5.7±0.4a 5.9±0.6a 2.7±0.3ab 5.5±0.5a

15 5.1±0.4ab 5.2±0.4ab 5.3±0.4ab 3.1±0.3a 4.8±0.2ab

20 4.7±0.5b 4.4±0.5b 4.4±0.3b 3.3±0.2a 4.3±0.4b

Electron

Beam

N2

0 6.8±0.8a 6.7±0.7a 6.8±0.6a 1.2±0.1c 6.8±0.8a

5 6.6±0.6a 6.5±0.5a 6.5±0.6a 1.8±0.2b 6.6±0.5a

10 6.2±0.3a 6.1±0.5a 6.2±0.5a 2.1±0.2ab 5.9±0.5a

15 5.7±0.6a 5.7±0.4ab 5.6±0.5ab 2.5±0.4a 5.5±0.3ab

20 5.3±0.5
a

5.2±0.5
b

4.9±0.4
b

2.7±0.3
a

4.8±0.4
b

Vacuum

0 6.4±0.4a 6.4±0.6a 6.6±0.7a 2.1±0.2b 6.5±0.5a

5 5.9±0.6a 5.8±0.6ab 6.1±0.3a 2.3±0.2b 5.6±0.4a

10 5.4±0.5
ab

5.5±0.3
b

5.4±0.5
ab

2.7±0.1
a

5.1±0.4
ab

15 5.1±0.3b 4.6±0.4c 4.7±0.6b 2.9±0.2a 4.7±0.3b

20 5.8±0.4a 4.3±0.3b 4.3±0.4c 2.7±0.2a 4.3±0.4c

a-c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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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돌연변이 시험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한 분쇄 우육, 분쇄 돈육, 우육 패티, 돈육 패티의 물 추출물과 디메틸술

폭시화물(Dimethyl sulfoxide) 추출물을 첨가하였을 때에 Salmonella typhimurium TA98과 TA100에

대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2-48 ∼55에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두 균주

의 생균수는 1.0～1.8 × 109/mL 수준이었으며, 예비시험 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5,000 ㎍/plate

를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하였다. 대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에는 모든 시

험균주에서 시험 적용 농도인 1,250～5,000 ㎍/plate의 범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대조

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사 활성계(S-9 mixture)를 도

입하였을 때에는 시험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에서 시험한

모든 검체는 적용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

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군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2배인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돈육 패티, 우

육 패티의 물 추출물, Dimethyl sulfoxide 추출물에 대한 시험적용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를 유발하

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전자선 조사에 의한 복귀돌연변이 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재까지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는 이미 1950년대부터 수행되기 시작하여 국제적

으로 수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었지만 방사선 조사가 식품에 어떠한 독성도 유발하지 않는다고 결

론지었다(WHO 1994). 방사선 조사된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국내의 여러 연구에

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었는데 Yook (1999)은 육가공제품에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 유전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일치하였다. Lee 등(2005c)은 볶은(양념)쇠고기와 햄에 감마선을 조

사하여 유전독성학적 평가(Ames test) 시험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는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하

였으며 Jo 등(2005)도 동물성 식품에 대한 에임즈 시험(AMES test)에서 10 kGy까지 조사된 샘플은

비조사구와 결과와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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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8. Result of AMES test of 50 kGy gamma ray irradiated beef

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36±1a 29±2 233±8 263±16

2,500 26±3 30±3 243±1 274±12

5,000 36±3 39±2 217±5 284±1

50

1,250 39±8 29±6 265±16 274±8

2,500 34±1 34±1 218±3 214±11

5,000 32±3 38±6 214±27 208±1

Negative

control
H2O 47±8 42±1 277±4 359±20

Dimethyl

sulfoxide

0

1,250 23±2 20±4 220±21 303±24

2,500 19±1 21±6 211±3 289±6

5,000 28±8 24±4 257±23 292±54

50

1,250 20±1 21±3 268±11 235±11

2,500 16±5 30±6 225±9 254±34

5,000 25±7 28±2 212±6 280±57

Negative

control
DMSO 31±2 33±3 265±35 300±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4

2-AA 2 1051±6

SA 0.5 692±61

2-AA 2 1477±398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N-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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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9. Result of AMES test of 50 kGy electron beam irradiated beef

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32±4a 28±9 256±47 175±2

2,500 20±3 22±2 223±28 195±17

5,000 34±4 38±3 226±25 246±40

50

1,250 23±5 35±11 184±49 210±47

2,500 33±6 23±6 187±4 179±4

5,000 44±2 34±6 147±49 239±21

Negative

control
H2O 47±8 42±1 277±4 359±20

Dimethyl

sulfoxide

0

1,250 23±2 20±4 228±9 268±26

2,500 21±1 21±4 234±29 277±23

5,000 24±3 24±4 250±14 269±22

50

1,250 20±1 22±1 254±9 235±11

2,500 20±11 24±1 226±7 254±34

5,000 25±7 25±1 224±11 280±57

Negative

control
DMSO 31±2 33±3 265±35 300±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4

2-AA 2 1051±6

SA 0.5 692±61

2-AA 2 1477±398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N-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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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0. Result of AMES test of 50 kGy gamma ray irradiated pork

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38±1a 37±1 225±16 282±9

2,500 31±6 34±1 244±1 238±35

5,000 34±1 39±3 207±30 258±23

50

1,250 24±3 41±6 199±4 241±4

2,500 35±4 32±1 260±18 202±3

5,000 29±5 31±9 294±2 303±14

Negative

control
H2O 47±8 42±1 277±4 359±20

Dimethyl

sulfoxide

0

1,250 23±2 30±3 299±30 310±59

2,500 21±2 29±8 273±11 276±6

5,000 19±4 22±4 310±14 340±28

50

1,250 26±1 35±6 310±14 260±28

2,500 21±6 35±3 305±7 281±13

5,000 22±8 30±4 302±6 268±17

Negative

control
DMSO 31±2 33±3 265±35 300±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4

2-AA 2 1051±6

SA 0.5 692±61

2-AA 2 1477±398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N-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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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37±7a 33±3 272±40 275±13

2,500 39±1 35±1 187±11 217±19

5,000 36±1 40±3 238±14 298±13

50

1,250 38±1 29±3 262±23 271±51

2,500 35±2 44±1 239±16 257±24

5,000 35±5 29±7 277±12 302±22

Negative

control
H2O 47±8 42±1 277±4 359±20

Dimethyl

sulfoxide

0

1,250 22±1 30±2 288±13 265±5

2,500 26±5 28±8 263±3 285±7

5,000 24±3 26±2 301±1 343±25

50

1,250 23±4 35±6 289±16 267±19

2,500 26±1 35±3 290±14 276±7

5,000 27±1 29±2 302±6 268±16

Negative

control
DMSO 31±2 33±3 265±35 300±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4

2-AA 2 1051±6

SA 0.5 692±61

2-AA 2 1477±398

Table 2-51. Result of AMES test of 50 kGy electron beam irradiated pork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N-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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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32±4a 28±9 256±47 175±2

2,500 20±3 22±2 248±6 195±17

5,000 34±4 38±3 228±23 246±40

50

1,250 24±4 35±10 184±49 235±12

2,500 33±6 23±6 187±4 250±37

5,000 41±6 34±6 168±21 239±21

Negative

control
H2O 47±8 42±1 277±4 359±20

Dimethyl

sulfoxide

0

1,250 23±8 18±4 237±52 252±40

2,500 23±4 24±6 273±39 280±28

5,000 31±6 28±11 255±22 298±25

50

1,250 30±2 22±3 235±35 261±1

2,500 38±4 28±4 255±7 315±35

5,000 28±3 29±1 290±14 326±22

Negative

control
DMSO 31±2 33±3 265±35 300±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4

2-AA 2 1051±6

SA 0.5 692±61

2-AA 2 1477±398

Table 2-52. Result of AMES test of 50 kGy gamma ray irradiated beef patty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N-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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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3. Result of AMES test of 50 kGy electron beam irradiated beef patty

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37±7a 33±3 271±39 270±5

2,500 34±6 33±2 246±30 226±6

5,000 31±6 30±4 232±23 292±4

50

1,250 36±1 29±3 267±16 259±33

2,500 31±3 34±1 241±13 257±24

5,000 32±1 29±7 277±12 281±8

Negative

control
H2O 47±8 42±1 277±4 359±20

Dimethyl

sulfoxide

0

1,250 25±6 20±1 247±38 257±33

2,500 24±1 27±2 270±35 256±8

5,000 28±2 25±6 250±16 279±1

50

1,250 26±3 23±1 262±3 278±24

2,500 30±7 26±1 254±8 283±11

5,000 26±1 30±2 293±18 304±9

Negative

control
DMSO 31±2 33±3 265±35 300±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4

2-AA 2 1051±6

SA 0.5 692±61

2-AA 2 1477±398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N-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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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4. Result of AMES test of 50 kGy gamma ray irradiated pork patty

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40±3a 39±4 303±15 322±13

2,500 37±2 40±2 273±1 297±13

5,000 41±8 32±8 280±7 306±47

50

1,250 36±4 38±8 226±8 248±6

2,500 39±6 43±3 259±7 289±49

5,000 38±8 35±4 239±25 264±18

Negative

control
H2O 47±8 42±1 277±4 359±20

Dimethyl

sulfoxide

0

1,250 31±5 39±2 199±57 283±20

2,500 25±4 33±3 235±28 221±27

5,000 31±6 30±1 263±14 282±7

50

1,250 26±1 21±4 234±30 250±1

2,500 34±2 28±1 208±42 232±14

5,000 25±5 31±6 175±21 216±6

Negative

control
DMSO 31±2 33±3 265±35 300±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4

2-AA 2 1051±6

SA 0.5 692±61

2-AA 2 1477±398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N-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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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5. Result of AMES test of 50 kGy electron beam irradiated pork patty

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1,250 31±4a 48±6 215±11 254±20

2,500 35±5 48±7 200±16 237±47

5,000 35±1 46±4 226±27 252±12

50

1,250 39±3 29±4 207±13 280±8

2,500 42±4 36±1 240±28 235±21

5,000 42±1 41±5 284±4 282±23

Negative

control
H2O 47±8 42±1 277±4 359±20

Dimethyl

sulfoxide

0

1,250 29±3 34±5 217±32 247±31

2,500 25±4 29±3 238±25 235±7

5,000 29±2 30±2 263±14 250±52

50

1,250 24±4 21±4 234±29 250±1

2,500 32±1 20±1 227±16 228±20

5,000 25±5 26±1 211±29 242±31

Negative

control
DMSO 31±2 33±3 265±35 300±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4

2-AA 2 1051±6

SA 0.5 692±61

2-AA 2 1477±398

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N-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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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 특성 연구

- 분쇄 우육의 hydrocarbon류 분석

보통 육류의 지방에는 다량의 oleic acid를 비롯하여 팔미트산 (palmitic acid), 스테아르산

(stearic acid), 리놀레산 (linole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러한 지방산에 방사선을 조사

하게 되면 중성지방의 카보닐기(carbonyl group)의 α 탄소와 β 탄소의 위치에서 결합이 끊어

져 원래의 지방산보다 탄소수가 1개(Cn-1) 적거나, 2개(Cn-2) 적으면서 첫 번째 탄소위치에 새로

운 이중결합을 가진 다양한 탄화수소 (hydrocarbon)이 생성된다(Nawar 1994). 따라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육류와 같이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 검지방법으로 GC 및

GC/MS를 이용한 hydrocarbon을 분석하는 화학적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Boyd et al. 1991).

본 실험에서는 분쇄 우육에 조사선종 (감마선과 전자선) 및 포장방법 (진공 및 질소치환)을

달리하여 처리하였을 때 hydrocarbon의 함량변화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2-27 및

Table 2-56 및 57에 나타냈다. 그 결과 방사선 비조사구의 경우 hydrocarbon이 검출되지 않았

으나 방사선 조사된 모든 시험군에서 다음과 같은 hydrocarbon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palmitic acid(C16:0)로부터 pentadecane(C15:0)과 1-tetradecene(C14:1), stearic acid(C18:0)로부터

heptadecane(C17:0)과 1-hexadecene(C16:1), oleic acid(C18:1)로부터 8-heptadecene(C17:1)과

1,7-hexadecadiene(C16:2), linoleic acid(C18:2)로부터 6,9-heptadecadiene(C17:2)과 1,7,10

-hexadecatriene(C16:3)이 생성되었다. Stevenson(1992)은 hydrocarbon이 조리과정 또는 지방산화

의 결과로서 생성되지 않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지표물질이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

였다. 그러나 Cha 등(2000)은 우육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휘발성 향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150종의 화합물 중 71종의 hydrocarbon이 검출되었는데, 방사선 비조사 시료에서도

pentadecane, 1-tetradecene 및 heptadecane과 같은 hydrocarbon이 검출되었으며, Hwang 등

(1997)도 방사선 비조사 우육에서 pentadecane과 heptadecane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Hydrocarbon 함량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ole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linoleic acid에서 유도된 hydrocarbon 순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우육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 함량이 많을수록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되는 hydrocarbon의

함량 또한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산 기원에 따른 Cn-1와 Cn-2 hydrocarbon의 함량을 비

교한 결과 다른 지방산의 경우 큰 차이가 없었으나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Cn-2 hydrocarbon

인 1,7-hexadecadiene이 8종의 hydrocarbon 중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hydrocarbon 함량은 15 kGy 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다가 다시 20 kGy에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조사선종 또는 포장방법을 달리한 조건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10 kGy 이상의 고선량 방사선 조사가 hydrocarbon의 함량 변화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어려우나 방사선 조사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hydrocarbon 함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선량 이상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현상

을 발견하였다. 한편, 조사선종에 따른 영향의 경우 동일선량에서 감마선 조사구가 전자선 조

사구에 비해 hydrocarbon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포장조건을 달리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경우

에는 질소치환 포장이 진공포장에 비해 약간 높은 hydrocarbon 함량을 보였으나 전자선 조사

구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조사선종 및 포장조건이 hydrocarbon의 생성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어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으나, 이는 감마선과 전

자선의 특성, 즉 선량률과 투과도 및 공기조성 등에 의한 차이로 인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산

화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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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Comparison of the effect of gamma and electron beam radiation on the production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beef under the different packag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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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6. Concentrations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generated from ground beef gamma

irradiated under the different packaging conditions of vacuum or 100% of nitrogen

gas

(Unit : ㎍/g fat)

Packaging

Type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Vacuum

0 - - - - - - - -

5
0.788

±0.033

1.268

±0.042

1.371

±0.047

0.689

±0.030

2.140

±0.068

2.452

±0.074

0.284

±0.011

0.056

±0.005

10
1.961

±0.066

2.422

±0.071

1.935

±0.064

1.315

±0.047

4.489

±0.122

6.016

±0.145
0.498

±0.026

0.160

±0.004

15
6.943

±0.217

7.132

±0.242

3.683

±0.125

2.701

±0.089

11.930

±0.349

19.478

±0.564
1.600

±0.053

0.249

±0.012

20
4.698

±0.154
4.374

±0.133

2.859

±0.091

1.862

±0.056

9.006

±0.342

12.527

±0.388
1.533

±0.049

0.180

±0.002

N2 Gas

0 - - - - - - - -

5
1.384

±0.040
1.871

±0.062

1.514

±0.056

0.857

±0.025

3.247

±0.102

4.218

±0.114

0.439

±0.018

0.046

±0.001

10
4.046

±0.132
4.376

±0.135

2.791

±0.090

2.106

±0.070

8.486

±0.267

10.200

±0.322

0.858

±0.031

0.114

±0.001

15
7.358

±0.241
7.362

±0.232

5.577

±0.169

4.139

±0.131

15.850

±0.472

21.272

±0.640

1.611

±0.056

0.347

±0.007

20
5.272

±0.167
5.086

±0.155

3.983

±0.124

2.731

±0.086

11.104

±0.343

14.300

±0.447
1.189

±0.040

0.314

±0.010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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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7. Concentrations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generated from ground beef

electron beam irradiated under the different packaging conditions of vacuum or

100% of nitrogen gas

(Unit : ㎍/g fat)

Packagin

g

Type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Vacuum

0 - - - - - - - -

5
0.288

±0.010

0.677

±0.025
0.872

±0.028

0.435

±0.016

1.226

±0.045

1.723

±0.057

0.111

±0.003

0.080

±0.001

10
1.179

±0.036

1.822

±0.057

1.822

±0.067

0.806

±0.028

2.601

±0.076

4.156

±0.152

0.315

±0.011

0.109

±0.002

15
1.949

±0.061

3.591

±0.112

3.141

±0.102

1.918

±0.069

6.682

±0.206

8.747

±0.278

0.773

±0.028

0.338

±0.006

20
1.533

±0.052

2.234

±0.074

2.099

±0.059

1.216

±0.042

4.233

±0.097

5.223

±0.148
0.597

±0.014

0.237

±0.005

N2 Gas

0 - - - - - - - -

5
1.567

±0.052

1.420

±0.051

1.071

±0.041
0.449

±0.018

1.961

±0.064

3.043

±0.097

0.287

±0.010

0.053

±0.002

10
1.592

±0.027

1.962

±0.063

1.721

±0.036
0.753

±0.033

2.222

±0.049

4.340

±0.141

0.747

±0.018

0.080

±0.001

15
2.169

±0.054

2.696

±0.068

2.083

±0.073
1.249

±0.047

4.947

±0.171

7.058

±0.241

1.180

±0.038

0.179

±0.008

20
1.842

±0.056

2.083

±0.043

1.865

±0.058
1.540

±0.052

4.831

±0.155

6.390

±0.213
0.681

±0.027

0.170

±0.007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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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쇄 돈육의 hydrocarbon류 분석

분쇄 돈육을 진공포장 및 질소치환 포장하여 각각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한 후 방사선 조사

에 의해 생성되는 hydrocarbon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Fig. 2-28 및 Table 2-58 및 59에 나타냈

다. 돈육의 경우에는 우육의 결과와 같이 방사선 비조사구에서는 hydrocarbon이 검출되지 않았

으나 방사선 조사된 모든 시료에서 hydrocarbon이 검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지방산 기원

에 따라 oleic acid 유도 hydrocarbon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중, 1,7 -hexadecadiene의

함량이 가장 높아 우육과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돈육의 경우에는 stearic acid

에서 유도된 hydrocarbon의 함량이 가장 낮아 우육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이는 우육과 돈육

의 지방산 조성 차이에 기인한 결과로서 돈육의 경우 우육에 비해 linoleic acid 함량이 상대적

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에 돈육의 경우 우육과는 달리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20 kGy 까지 hydrocarbon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

사선종 및 포장조건을 달리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Kim 등(1999; 2004)은 우육, 돈육,

계육에 최대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hydrocarbon 함량을 분석한 결과 축종 (蓄種)과 관

계없이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hydrocarbon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linoleic acid 유도

hydrocarbon인 6,9-heptadecadiene과 1,7,10-hexadecatriene의 함량이 우육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감마선과 전자선이 돈육의 hydrocarbon 생성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선량으로 조사할 경우 감

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보다 많은 hydrocarbon을 생성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어 우육과 같은 결과

를 얻었으나 포장조건을 달리하여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한 경우 hydrocarbon 종류에 따라 상

반된 결과를 나타내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아울러, 방사선 조사에

의한 분쇄 우육 및 분쇄 돈육의 지방산패도 분석결과에서도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지방산화

를 증가시켰으나 포장방법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지방산패도와 hydrocarbon 함량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우육 및 돈육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다양한 hydrocarbon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oleic acid로부터 유도되는 hydrocarbon인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은 조사선종 및 포장방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다량으로 검출되

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된 육류의 검지할 때 지표물질로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선종 및 포장방법에 따른 hydrocarbon 함량변화에 대한 보다 정확

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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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8. Comparison of the effect of gamma and electron beam radiation on the production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pork under the different packag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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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8. Concentrations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generated from ground pork

gamma irradiated under the different packaging conditions of vacuum or 100% of

nitrogen gas

(Unit : ㎍/g fat)

Packaging

Type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Vacuum

0 - - - - - - - -

5
1.101

±0.049

0.735

±0.014

0.481

±0.027

0.396

±0.031

1.107

±0.023

1.807

±0.086

0.669

±0.052

0.763

±0.034

10
1.360

±0.049

1.175

±0.026

0.719

±0.028

0.517

±0.012

3.046

±0.081

4.678

±0.133

1.596

±0.041

1.414

±0.062

15
5.010

±0.203

5.342

±0.146

1.920

±0.037

1.803

±0.064

9.198

±0.292

15.436

±0.601

3.409

±0.193

3.011

±0.094

20
6.231

±0.174

5.912

±0.153

2.479

±0.033

2.098

±0.048

11.790

±0.313

20.043

±0.782
4.166

±0.131

3.860

±0.194

N2 Gas

0 - - - - - - - -

5
0.572

±0.018

0.433

±0.015

0.309

±0.012

0.252

±0.003
1.433

±0.032

1.849

±0.048

0.611

±0.015

0.533

±0.011

10
2.987

±0.055

1.032

±0.043

1.091

±0.047

0.828

±0.034

4.988

±0.141

7.946

±0.317

2.290

±0.075

1.897

±0.047

15
3.803

±0.204

2.455

±0.053

2.134

±0.037

1.863

±0.043

10.575

±0.236

13.360

±0.398

3.323

±0.113

3.098

±0.045

20
3.908

±0.147

4.182

±0.195

2.257

±0.075

2.205

±0.098

11.674

±0.412

17.186

±0.627
5.353

±0.292

4.323

±0.283

1)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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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9. Concentrations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generated from ground pork

electron beam irradiated under the different packaging conditions of vacuum or

100% of nitrogen gas

(Unit : ㎍/g fat)

Packagin

g

Type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Vacuum

0 - - - - - - - -

5
0.386

±0.017

0.362

±0.028

0.278

±0.009

0.180

±0.007

0.927

±0.036

1.392

±0.049

0.375

±0.012

0.541

±0.029

10
0.941

±0.018

0.906

±0.028

0.502

±0.019

0.576

±0.016

2.290

±0.042

3.195

±0.092

1.272

±0.023

1.363

±0.075

15
1.796

±0.057

1.802

±0.058

0.866

±0.058

0.786

±0.053

3.695

±0.107

5.664

±0.172

2.162

±0.075

2.171

±0.061

20
1.964

±0.073

1.703

±0.053

1.267

±0.050

1.027

±0.008

5.475

±0.030

7.863

±0.051
1.764

±0.011

1.757

±0.039

N2 Gas

0 - - - - - - - -

5
0.444

±0.010

0.344

±0.017

0.226

±0.004

0.214

±0.009

0.723

±0.035

1.307

±0.011

0.441

±0.010

0.452

±0.026

10
0.803

±0.044

0.721

±0.031

0.493

±0.013

0.374

±0.010

1.735

±0.091

2.950

±0.051

0.846

±0.037

0.836

±0.042

15
1.522

±0.041

1.307

±0.044

0.820

±0.027

0.801

±0.055

3.465

±0.117

4.974

±0.148

1.420

±0.046

1.217

±0.030

20
1.894

±0.067

1.411

±0.042

0.892

±0.054

0.859

±0.054

3.925

±0.143

6.552

±0.188
1.749

±0.049

1.933

±0.062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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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종별 조사가 향신료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1) 연구의 필요성

향신료는 주로 열대, 아열대 지방에서 생산되는 스파이스와 온대지방에서 생육하는 향료식

물 (herb)의 총칭을 뜻한다. ASTA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에 의하면, 주로 양념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조된 식물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에는 herb, 씨, 뿌리 등이 포함

된다 (Pszczola, 2001). 영어로 스파이스 (spice)라는 말의 어원은 후기 라틴어로 ‘약품’이라는

뜻이다. 음식의 맛과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spice와 herb는 동일하나, 채취

부위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herb는 식물의 잎 또는 꽃봉오리 등 비교적 부드러

운 부분이며, spice는 씨, 줄기, 껍질, 과실의 핵 등 비교적 딱딱한 부분으로, spice가 herb에

비해 향이 강하다. Spice는 맵고 자극적인 맛과 향기나, 색깔을 가진 화합물을 가지고 있어 식

욕을 증진시키거나 소화 작용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erb는 medical plant로서, 유럽에

서는 의학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Hirasa, 1998). 향신료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특징

에 따라 이용하는데 ① 매운 맛을 내는 향신료 : 후추, 고추, 겨자, 고추냉이, ② 향과 맛을 겸

한 향신료 : 생강, 계피, 산초, 넛맥 (nutmeg), 아니스 (anise), 휀넬 (fennel), 마늘, 정향

(cloves), 올스파이스 (allspice), 메이스 (mace), 페뉴그릭 (fenugreek), 세이지 (sage), 유인

(euin), 셀러리 (celery), ③ 향기가 강한 향신료 : 월계수, 세이보리 (savory), 코리안더

(coriander), 타임 (thyme), 카다몬 (cardamon), 바질 (basil), 오레가노, 로즈마리, 바닐라, 타라

곤 (tarragon), ④ 색소를 이용하는 향신료 : 파프리카, 투메릭 (tumeric), 사프란 (saffron)등이

있다 (Kim, 2002).

향신료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각종 약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곡물류나 채소,

과일류와는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소화, 수렴, 이뇨, 살균, 항균 작용 등이 있어 식이요

법을 겸하는 경우가 많으며 요리에서 스파이스의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또한 허브가 함

유된 정유성분이나 화학성분은 등은 식욕을 돋궈준다. 향신료의 역할을 간단히 살펴보면 육류

나 생선의 냄새를 없애주는 소취제 역할을 하며, 상큼한 향기를 부여해주는 기능이 있다. 또

한 색소성분에 의하여 착색작용도 하며, 방부작용과 산화방지 등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는 역

할을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식욕을 자극하여 소화흡수를 돕고 구충작용 및 노화방지 등 신진

대사에 기여하게 된다 (Choi, 2002).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향신료는 식품공업의 가공원료로서 그 사용량은 매

년 증가되고 있으며 원료 품질의 균일화와 위생적인 원료의 년중 안정 공급은 식품 가공의

필수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특히 수입품 및 국내 생산품으로 충당되고 있는 향신료는 대부분

미생물 오염이 심하여 제품의 부패 유기체가 되므로 살균처리를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 향

신료의 살균 방법으로서는 가열 살균, 자외선 조사, microwave 처리, 훈증제 처리 등이 대부

분 이용되고 있으나 살균 효과의 불충분, 고온에 의한 풍미 및 외관 변화, 응결 현상, 재포장

에 따른 2차 오염 가능성, 약제성분의 잔류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Cho et al.,

1986). 이상의 살균 방법 중 국내에서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훈증 처리

(ethylene oxide 등의 화학 약품)인데, 이 방법은 살균 조작이 복잡하고 가스의 침투성이 나쁘

며 향신료 고유의 풍미 및 색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해 성분의 생성 가능성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점차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Wetzel et al., 1985). 따라서 향신료 살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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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대체 방법으로서 방사선의 이용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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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이 공인되어 현재 52개국에서 230여종의 식품에 대하여 식품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FAO/IAEA/WHO Study group, 1999). 우리나라도 1987, 1988, 1991 및 1995년에 4차례

에 걸쳐 총 18개 품목의 식품조사가 허가되었으며 기존품목을 확대하여 향신료와 같은 복합

조미식품류를 비롯한 7개 품목이 2004년 5월 추가로 허가되었다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4). 또한 적절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 화학적 및 관능적 특

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품기인성 미생물로부터의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유익한 식품 위생화 방법이다 (Byun, 1997). 방사선 중 60Co 또는 137Cs를 에너지원으

로 사용하는 감마선이나 기계적으로 발생되는 전자선을 이용한 조사기술은 살균공정상 온도,

습도,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연속처리가 가능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완전 포장된 상태로 포장 내 오염미생물을 살균할 수 있어 제품의 품질개선, 저장기간의

연장, 비용절감, 시장 확대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대량공급이 가능하다 (Song et al.,

2009). 현재까지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의 위생화 및 저장기술 개발에 관한 논문

은 많이 발표되었으나 방사선종에 따른 비교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한편 식품 저장과 가공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통과 국제 교역비중이 날로 증가되고 있

어, 조사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검출 및 검지기술의 개발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식품가

공용 재료나 가공품을 다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서는 검지기술의 확보로 수입식

품의 안전 관리는 필수적이다 (Byun et al, 2003). 따라서 방사선 처리된 식품의 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Han et al., 200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산업에서 원료로 이용되고 있는 향신료 (마늘분, 순카레분, 강황,

통흑후추, 통백후추, 오레가노, 파슬리, 월계수잎분, 바질, 로즈마리)의 위생화 및 검지법의 적

용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표적인 살균 기술인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감마선, 전

자선 간의 방사선종에 따른 조사효과를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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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방사선 조사

실험에 사용된 향신료 (마늘분, 순카레분, 강황, 통흑후추, 통백후추, 오레가노, 파슬리, 월

계수잎분, 바질, 로즈마리)는 (주)씨즈닝테크 (충남 조치원,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Jeongeup, Korea) 내 선원 11.1 PBq, Co-60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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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2, 4, 6, 8 및 10 kGy의총흡수선량을얻도

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2,시스템@(po원자력int 의 선량)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사용하였er,총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전자선 조사는 elect4,n-beam

accelerator (M 의el ELV-8, 2.5 읍eV, Eb-Tech, Daej사용하였Republic 사f Korea)를 이용하였

다. Low densit2,pol2eth2lene (LDPE) bag에 시료를 넣어 3 mm 이하의 두께가 되도록 포장

한 다음rea0 읍eV의 에너지 세기, 가속 전류 5 m왁하였읶elocit2,a0 m/하여 의 선량률로 총

흡수선량사용하, 4, 6, 8rea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이때의 흡수선량@(cellulose

triacetate(CTA) dosimeter로 확인하였다.

미생물 오염도 평가 및 동정

방사선 조사한 향신료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료 1 g에 멸균된 식염수

(0.85%, NaCl) 9 mL를 첨가한 다음 혼합하여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및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0℃에서 48 및 120 시간 배양한 후 30 ～ 300

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향신료 내 미생물의 분리를 위하여 PCA 배지를 사용하였다. 향신료를 멸균 식염수에 희석

하여 PCA에 접종한 다음 30℃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를 취하여 순수 분리하

였다. 이를 수거하여 Genomic DNA kit (invitrogen, USA)를 이용하여 PCR에 사용될

Template DNA를 추출하였다. 원료 향신료 오염 미생물의 유전자를 증폭하기 위해 2종의

PCR primer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목적 염기서열로는 16S rDNA를 선정하였다. 16S

rDNA PCR 분석은 Keyser 등(7), Angelika 등(8)의 논문에 기술된 primer로 5′-CCC GCA

TCT CTG CAG GAT TCT C-3′과 5′-CTA ATA CCG CAT AAC GTC TAC G-3′을 사

용하였다. 중합효소연쇄반응 용액은 총 20 μL이며 증류수 19.2 μL, Template DNA 0.5 μ

L(100 ng/μL)와 각각의 primer는 0.3 μL (20 pmol)를 취하여 premix (Bioneer, Korea)를 사

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수행 조건은 PC-808 (ASTEC, Fukuoka, Japan)을 사용하여

denaturation은 94℃에서 30초, annealing은 50℃에서 30초, extension은 72℃에서 1분씩 총

30회를 반복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72℃에서 3분간 last extension을 실시하였다. PCR 증폭산

물의 확인을 위하여 1.2%(w/v)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장치 (Advance, Japan)로

분석하였다. Agarose 1.2 g과 1X TBE (tris boric acid EDTA) 완충용액 100 mL을 섞어

1.2% gel을 만든 후 PCR 산물 2 μL에 10X bromophenol blue (BPB) dye 0.5 μL를 섞어서

gel에 loading하고 100V에서 40분 전기영동 시켰다. Size marker로는 1000 bp DNA ladder

(TAKARA, Japan)를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gel은 SYBR으로 염색하였으며 증폭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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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는 Gel image analyser(Bio-rad, USA)로 관찰하였다. 증폭된 PCR product는 PCR

purification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정제하였으며, 증폭된 DNA는

SolGent 사 (Daejeon, Korea)에 sequencing을 의뢰하였다. 확보된 염기서열은 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 (NCBI)의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

9)와 Ribosomal Database Project II tool (RDP, 10)에 등록되어 있는 database를 사용하여

검색하였다(11).

방사선 감수성 측정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향신료를 멸균시킨 후 미생물을 접종

하였다. 향신료는 각각 10 g씩 PE nylon bag에 넣은 다음 함기포장한 후 40 kGy 선량의 감

마선을 조사하여 멸균하였다. 시험 균주로는 향신료 내 오염 미생물 동정 결과 중 대표적인

병원성 미생물인 Bacillus cereus (KCTC 1012) 및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를 이용

하였으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에

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종류의 병원성 미생물들은 이들이 접종된 tryptic soy

agar(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에서 1백금이를 취해 같은 tryptic soy

broth(Difco, USA) 10 mL에 접종하여 24시간 배양시킨 배양액 0.1 mL를 취해 새로운 배지

10 mL에 접종하여 18시간 동안 2차 배양한 후 그 배양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주 접종

시 배양배지에서 오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2차 배양액을 원심분리 (698.75 g, 15 min)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여 0.85% 멸균식염수로 세척하였다. 세척은 2회 실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2균주의 초기농도는 107-108 CFU/mL 수준이 되도록 하였으며 균주를 멸균된 향신료에

2%(v/w)농도로 접종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Jeongeup,

Korea) 내선원 11.1 PBq, Co-60감마선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2, 3, 4, 5, 6, 7, 8, 9 및 10 kGy의총흡수선량을얻도록하였다.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

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접종 후 조사한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

(0.85%, NaCl) 90 mL를 첨가한 다음 혼합하여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ryptic

soy agar (Difco)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7℃에서 48

시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향신료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는 Ames test (Ames et al., 1975; Maron and Ames,

1983)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전자

형 확인을 위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대한 민감도 (uvrB 돌연변이), rfa 돌연변이의

유지여부 및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또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전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 (Boone, NC, USA)

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 센터에서 계대 배양 중인 것을 시

험에 사용하였다. 유전형질이 확인된 균주는 nutrient broth No. 2 (Oxoid Ltd., Hampshire,

England, UK)에 접종하여 37℃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 (Vision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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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대사활lin위한 간 균질액 (S9 frac (Vi)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pm분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 (Tokyo, J2 ai)에서 구

입하였으며, 5% (v/v)의 S9 mixic C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9 mixic C는 0.5 mL/ late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l은 2-aminoaithracene (2-AA것으로igma것으로t Locis MO, USA)의 돌

연변이 유발로 확인하였다. 음성대조물질학연구시험물질X구입제에 사용한 증류수를 사용하

였으며, 양성대조물질학연구4-nitroqcinoline-1-oxide (4-NQO), sodium azide (9 mi및 2-AA

를 로igma사 (9t Locis MO, USA)로부pm구입하여 , UK다. 시험물질X구처리연구대사활l계

적용 (+Smi및 미적용 (-Sm하여 direct late incor거으로부pion 방법으로 하였으며, 각 , 군

당 2개 late를 사용하였다. 시험물질ic C는 0과 S9 mixic C (또는 멸균증류수) 0.5 mL에 배

양액 0.1 mL을 top agar에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

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시험 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발성의 판정은 복귀변이 집락수가

용매 대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였다.

향기 성분 평가

휘발성 향기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multi-purpose sampler와 purge & trap

concentrator (Gerstel Inc. USA)를 사용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사용한 SPME fiber는

SPME fiber assortment kit (Supelco, Bellefonte, PA, USA)를 이용하여 분리능이 가장 좋은

DVB/CarboxenTM/PDMS StableFlexTM (Supelco)을 사용하였다. 시료 1 g을 vial에 담은 후

35℃에서 250 rpm으로 5분간 농축한 다음, fiber를 주입하여 5분간 흡착한 다음 분석하였다.

향신료에서 추출한 향기성분은 GC-MS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기는 Agilent 사의

GC (Agilent GC 6890, Palo Alto, CA)에 연결된 MSD (Agilent MSD 5975B)를 사용하였다.

분석 컬럼으로 HP-5MS capillary (30 m × 0.25 mm × 0.25 μm, Hewlett-Packard,

Wilmington, Delaware)를 사용하였고, 컬럼 온도는 35℃에서 7분간 유지하고 이어서 180℃

까지 분당 5℃ 승온한 다음, 250℃까지 분당 10℃ 승온하여 5분간 유지하였다. 주입구의 온

도는 250℃로 유지하였다. 운반기체는 헬륨가스 (1 mL/min)를 사용하였고 split mode (split

ratio = 10 : 1)로 분석하였다. MS souce, MS quad 및 Aux-2 temperature는 각각 230, 150

및 280℃였다.

검지 특성 평가

광여기분석법은 시료를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페트리디쉬에 담은 후 PSL

시스템의 시료 용기에 담아 PSL photon counts를 측정하였다. 기기의 dark count는 29,

light count는 35였으며 시료 당 3회 반복으로 측정하였다. 각 시료에서 비조사구와 조사 시

료를 판별하는 한계치는 T1=700 counts/60 s와 T2=5,000 counts/60 s이었다 (Sanderson et

al., 2003). 시료의 열발광 분석은 각각의 시료에서 분리된 미네랄료에윜용하여 측정하였에윜

용하미네랄 분리 및 TL 측정은 CEN 방법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 1977)에 준하

였다. 즉, 시료 일정량에 증료 를 가하여 20분간 초음파 세척기를 처리하고 여과 (Sa정치하

였다. 잔사에서 유기물료에제거하기 위해 2 g/mL의 농도로 준비된 sodium polytungstate 5

각 시료에가하고 증료 로 세척하였다. 침전물의 cabanate 제거를 위해 1 N HCl료에5각 시

료에가 (Sa증료 로 세척 (Sa1 N 암모니아 를 가하여 중=5키고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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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미네랄은 뉡 T판별하는um disc (6 mm in diameter)에 옮겨 측정하였다. TL spectra

측정은 TLD 시스템 (RISO, DA-20, De뉮 한rk)을 윜용하여 초기온도는 50℃로 하여 5초간

예열하고, 5℃/sec 온율로 하여 최고온도/600℃의 조건으로 분석하였고, 초고순도/N2 gas를

흘려보내pea측정하였다. 1st치는 owa측정 뒤a1 kGy로 미네랄료에재조사하여 2nd 는 ow를

측정하고 방사 a조사 특유의 신호가 나타나는 150～250℃ 범위의 값으로 TL ratio (1st

glow/2nd glow)를 구하여 0.05 이하이면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0.1 이상이면 조사

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Lee et al., 2001).

3) 연구결과 및 고찰

미생물 오염도 평가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한 향신료의 일반호기성미생물, 효모 및 곰팡이, 대장균군을 측정하

였다 (Table 2-60). 대부분의 시료에서 1∼4 Log CFU/g의 일반호기성 미생물이 나타났으나,

강황 및 로즈마리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강황 및 로즈마리에는 curcumin과 같은

항균활성을 지닌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 (Park et al., 2007). 또한

모든 시료에서 효모 및 곰팡이와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data not shown). 파슬리를

제외한 모든 시료는 감마선은 2 kGy, 전자선의 경우 4 kGy 이상의 선량에서 미생물이 검출

되지 않았다. 그러나 파슬리의 경우 미생물을 사멸하기 위해 감마선의 경우 6 kGy, 전자선

의 경우 8 kGy의 선량이 필요로 하였다. 이는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시료의 투과도가 높

기 때문에 각각의 향신료 내부에 오염된 미생물 제어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

다 (Thakur et al., 1994).

Kwon 등(2006)은 식품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향신료는 각각 유용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

균활성을 포함한 다양한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으나 각 시료 수확 후 가공하는데 있어 미생

물에 쉽게 오염될 가능성이 높고 수출입 시에는 위생적 품질확보의 중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고 보고하였다. McKee (1995)와 Banerjee 등 (2003)은 향신료에 Bacillus cereus 등과 같은

미생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Farkas (1998)는 향신료에 방사선 조사를 적용하면 미

생물을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실험 결과, 강황 및 로즈마리를 제외한 각

각의 향신료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였을 때 위생화가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감마선 조사가 전자선 조사에 비해 효과적으로 위해 미생물을 사멸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오염 미생물 동정

각각의 향신료 내의 미생물로부터 확보한 PCR product는 정제한 후 염기서열의 확인을 통

해 세균 동정과 함께 향신료 내 오염 미생물의 군집을 조사하였다. 이때 확인된 염기서열은

NCBI의 Blast search를 통하여 유사도가 높은 gene을 검색한 결과, 향신료에 따라 서로 다른

오염 미생물이 동정되었다 (Table 2-61). 앞선 실험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은 강황 및 로

즈마리는 실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통흑후추를 제외한 향신료에서 Bacillus sp.이

검출되었으며, 특히 대표적인 병원성 위해 미생물인 B. cereus가 마늘과 통백후추에서 검출되

었다. 또한 통흑후추에서는 Staphylococcus sp.이 검출되어 향신료의 위생화가 절실히 요구되

었다. 향신료에 B. subtilis, Clostridium perfrigens, Camphylobacter sp., Listeria monocytogenes등

이 검출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 (Far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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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또한 본 연구에서 검출된 Bacillus sp. 및 Staphylococcus sp. 모두 식중독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발표된 바 있으며, 또한 이들을 사멸하는 데 있어서 방사선 조사 기술이 효과적

이라는 연구 또한 보고되어 있다 (Choi et al., 2009). 따라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향신료

역시 위생적 측면에서 절대 안심할 수 없으며,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살균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Table 2-60. Microbial population (Log CFU/g) of the spices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Sources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2 4 6 8 10 SEM

Electron

beam

Basil 1.48a ND1) ND ND ND ND 0.03

Bay leaves 1.78a 1.30b ND ND ND ND 0.05

Black pepper 3.18a 2.23b ND ND ND ND 0.12

Curry 3.18a 2.15b ND ND ND ND 0.21

Garlic 2.48a 1.48b ND ND ND ND 0.15

Oregano 2.36a 1.85b ND ND ND ND 0.18

Parsley 3.76a 2.11b 1.84c 1.48d ND ND 0.17

Rosemary ND ND ND ND ND ND 0.00

Tumeric ND ND ND ND ND ND 0.00

White pepper 2.23a 1.30b ND ND ND ND 0.15

Gamma

ray

Basil 1.48a ND ND ND ND ND 0.03

Bay leaves 1.78a 1.00b ND ND ND ND 0.04

Black pepper 3.18
a

1.85
b

ND ND ND ND 0.09

Curry 3.18a 1.85b ND ND ND ND 0.15

Garlic 2.48
a

1.48
b

ND ND ND ND 0.07

Oregano 2.36a ND ND ND ND ND 0.03

Parsley 3.76a 1.60b 1.48c ND ND ND 0.23

Rosemary ND ND ND ND ND ND 0.00

Tumeric ND ND ND ND ND ND 0.00

White pepper 2.23a 1.70b ND ND ND ND 0.12

1 )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2 CFU/g.
a-b Means with the same column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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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감수성 측정

앞선 오염 미생물 동정의 실험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각의 향신료에 Bacillus cereus 및

Staphylococcus aureus를 접종한 후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을 Table

2-62에 나타냈다. 그 결과 미생물의 종류 및 향신료에 따라 방사선 감수성이 다른 것으로 나

타났다. 미생물 오염도 측정 시 항균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강황 및 로즈마리는 0.19 ～

0.23 kGy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질, 월계수잎, 순카레, 오레가노 및 파슬리의 경우

전자선 조사가 감마선 조사 처리군 보다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

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방사선 조사 시의 온도, 산소, 수분, 미생물의 성장단계 및

배지조성계 및 배인자들에 영향을 받는다고 발표된바 있다. 즉 동일한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식품의 종류대한특성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감수성은 변화하노 된다 (Molins,

2001). Song 등(2009) 및 Waje 등(2009)은 일반적으로 감마선 조사 처리군 보다 전자선 조사

처리 시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낮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투과도가 높기 때문에 향신료 내부에 오염된 미생물의 제어에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Thakur and Singh, 1994).

Table 2-61. Identification of contaminate microorganisms in irradiated spices using PCR method -

16S rDNA

Sample Microorganisms

Basil Bacillus subtilis

Bay leaves Bacillus sp. CK8, Bacillus sp. MDS07, Bacillus sp. LS11

Black pepper Staphylococcus saprophyticus, Staphylococcus xylosus

Curry Bacillus subtilis, Bacillus amyloloquefacien

Garlic Weissella confusa, Bacillus subtilis, Bacillus cereus

Oregano Bacillus megaterium, Bacillus subtilis

Parsley Bacillus megaterium, Bacillus endophyticus

White pepper Bacillus cer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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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value (kGy)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Gamma ray
Electron

beam
SEM Gamma ray

Electron

beam
SEM

Basil 0.53b 0.63a 0.15 0.37b 0.46a 0.21

Bay leaves 0.35b 0.53a 0.09 0.35b 0.45a 0.19

Black pepper 0.56 0.52 0.07 0.35 0.50a 0.08

Curry 0.53b 0.58a 0.07 0.34 0.34 0.09

Garlic 0.41 0.41 0.09 0.49b 0.53a 0.10

Oregano 0.49b 0.52a 0.12 0.47 0.46 0.06

Parsley 0.39b 0.60a 0.03 0.35b 0.44a 0.05

Rosemary 0.20 0.19 0.03 0.23 0.23 0.03

Tumeric 0.20 0.20 0.05 0.23 0.23 0.07

White pepper 0.51 0.56 0.18 0.35b 0.45a 0.12

Table 2-62. D10-value (kGy) of the different pathogens inoculated into spices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a-b Means with the same column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본 연구에서 이용한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방법으로 사용한 Ames test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 strain에서 유래한 히스티딘 요구성 돌연변이주를 이용하여 간단히 복귀돌

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TA100은 base pair substitution mutaion을 TA98은

frameshift mutation을 검출하기 위해 만든 균주이다 (Ames et al., 1975). 이 시험법은 발암

성 물질에 대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어 일본의 경우, 노동성의 노동안전위생법 또는 후생

성․통산성의 화심법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 (Kim et al., 2008).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한 향

신료를 첨가하였을 때 S. typhimurium TA98와 TA100에 대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

한 결과를 Table 2-63에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두 균주의 생균수는 1.8 × 10
9
/ml 수준

이었으며, 예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5,000 ㎍/plate를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복귀돌

연변이 시험을 수행하였다. 우선 대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적용

농도인 1,250～5,000 ㎍/plate의 범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사활성계 (S-9 mixture)를 도입하였을 때

시험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에서 시험한 모든 검체는

적용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

의 판정은 음성대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각각의 향신료에 대

한 시험적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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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전독성학적 변이원성 시험에

서 감귤 정유 (Kim et al., 2005) 및 김밥 (Lee et al., 2005)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돌연변이

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결과 일치하였다. 또한 Jung 등(2002)은 카레분 및 항신료 추출물을

이용하여 돌연변이원을 측정한 결과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Table 2-63. Revertant colonies in the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of spices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Sample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Basil

0

1,250 28±7 38±2 187±3 253±1

2,500 22±0 32±8 214±4 202±1

5,000 30±4 25±9 191±2 219±19

30

(γ-ray)

1,250 30±1 35±4 180±8 225±25

2,500 20±1 35±2 160±3 193±6

5,000 21±11 36±4 159±6 181±6

30

(E-beam)

1,250 33±2 24±8 193±8 243±13

2,500 18±6 21±3 222±5 261±3

5,000 22±4 25±2 222±42 283±14

Bay

leaves

0

1,250 30±6 27±8 184±7 184±4

2,500 21±2 23±1 186±11 163±31

5,000 17±1 26±1 205±39 210±1

30

(γ-ray)

1,250 21±4 29±6 159±5 175±4

2,500 21±2 26±2 147±23 180±24

5,000 17±3 21±6 164±6 164±16

30

(E-beam)

1,250 12±4 18±9 132±16 192±13

2,500 14±2 25±3 193±17 213±11

5,000 29±9 21±12 228±10 247±6

Negative

control
H2O 31±3 39±6 218±1 221±2

Positive

control

4-NQO 0.5 748±53

2-AA 2 1808±215

SA 0.5 555±18

2-AA 2 1338±116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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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Black

pepper

0

1,250 12±1 14±1 193±13 224±5

2,500 20±4 33±3 191±11 196±1

5,000 19±6 31±8 155±3 269±37

30

(γ-ray)

1,250 16±3 25±3 182±9 251±13

2,500 17±1 26±2 156±4 167±19

5,000 17±1 27±7 163±5 278±5

30

(E-beam)

1,250 20±1 26±2 232±19 250±40

2,500 25±4 25±0 244±18 261±4

5,000 21±2 25±8 270±8 236±28

Curry

0

1,250 32±5 24±1 210±42 193±60

2,500 24±4 28±1 203±3 219±25

5,000 23±4 29±0 207±23 216±8

30

(γ-ray)

1,250 22±4 23±4 207±22 183±55

2,500 24±1 22±1 211±13 220±21

5,000 24±4 24±5 215±22 215±18

30

(E-beam)

1,250 22±7 14±3 171±9 181±6

2,500 21±1 18±2 169±12 173±14

5,000 23±4 24±1 180±0 183±20

Negative

control
H2O 31±3 39±6 218±1 221±2

Positive

control

4-NQO 0.5 748±53

2-AA 2 1808±215

SA 0.5 555±18

2-AA 2 1338±116

Table 2-63. Continued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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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Garlic

0

1,250 23±9 24±6 201±32 208±4

2,500 29±5 25±7 190±8 188±7

5,000 27±7 31±1 161±9 178±1

30

(γ-ray)

1,250 18±1 24±2 110±4 203±7

2,500 14±1 25±5 172±29 259±13

5,000 19±1 28±5 196±56 227±1

30

(E-beam)

1,250 19±1 29±4 197±26 199±16

2,500 28±1 32±6 186±3 209±2

5,000 16±1 28±2 233±18 206±23

Oregano

0

1,250 23±1 17±6 180±1 152±21

2,500 23±6 25±2 158±1 180±1

5,000 22±10 26±11 188±30 212±25

30

(γ-ray)

1,250 23±6 22±5 158±11 177±56

2,500 19±2 24±1 205±12 219±22

5,000 16±1 28±2 233±18 206±23

30

(E-beam)

1,250 23±2 35±2 185±25 185±45

2,500 19±2 30±5 195±6 200±6

5,000 28±5 18±3 185±4 204±8

Negative

control
H2O 31±3 39±6 218±1 221±2

Positive

control

4-NQO 0.5 748±53

2-AA 2 1808±215

SA 0.5 555±18

2-AA 2 1338±116

Table 2-63. Continued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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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Parsley

0

1,250 14±7 20±0 167±25 224±28

2,500 11±6 19±6 215±6 225±5

5,000 12±4 20±7 214±11 293±29

30

(γ-ray)

1,250 20±5 27±1 185±3 225±15

2,500 30±1 35±4 180±8 225±25

5,000 20±6 28±5 187±2 229±15

30

(E-beam)

1,250 10±4 13±1 98±20 167±45

2,500 11±4 18±7 196±4 246±21

5,000 14±5 26±1 200±1 263±15

Rosemary

0

1,250 20±6 25±7 175±16 103±9

2,500 20±6 28±4 187±1 229±20

5,000 15±8 24±13 180±6 180±1

30

(γ-ray)

1,250 23±8 33±2 112±23 160±44

2,500 21±1 30±3 125±28 171±25

5,000 28±11 23±3 138±8 152±3

30

(E-beam)

1,250 12±2 10±3 185±19 223±6

2,500 23±13 20±8 178±13 184±12

5,000 18±1 20±6 181±28 243±13

Negative

control
H2O 31±3 39±6 218±1 221±2

Positive

control

4-NQO 0.5 748±53

2-AA 2 1808±215

SA 0.5 555±18

2-AA 2 1338±116

Table 2-63. Continued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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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Tumeric

0

1,250 15±1 23±10 256±6 195±1

2,500 17±2 16±2 146±56 205±34

5,000 13±1 15±1 277±6 303±13

30

(γ-ray)

1,250 22±5 29±1 147±26 196±26

2,500 22±4 31±3 186±8 189±7

5,000 20±3 27±1 158±11 168±8

30

(E-beam)

1,250 23±2 39±0 256±2 231±16

2,500 24±1 34±2 220±6 232±57

5,000 26±7 26±6 263±15 300±38

White

pepper

0

1,250 7±4 11±3 204±2 233±14

2,500 19±2 24±1 205±12 219±22

5,000 16±4 19±4 149±4 189±1

30

(γ-ray)

1,250 12±3 19±5 153±16 170±11

2,500 16±2 23±5 177±8 216±4

5,000 17±1 25±3 194±6 237±24

30

(E-beam)

1,250 23±1 17±0 140±1 156±8

2,500 22±9 20±1 153±8 146±7

5,000 191±11 8±4 219±29 255±4

Negative

control
H2O 31±3 39±6 218±1 221±2

Positive

control

4-NQO 0.5 748±53

2-AA 2 1808±215

SA 0.5 555±18

2-AA 2 1338±116

Table 2-63. Continued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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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 성분 분석

식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향미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향신료 각각의 향기 패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향기분석을 진행하였다. 현재 향을 측

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관능검사, 전자코, Gas Chromatography (GC)-Olfactometry 및

GC-Mass Selective Detector 분석법 등이 있다. 또한 향미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수증기 증류

법, Solid Phase Micro-Extraction (SPME)법과 headspace법이 있다 (Baranauskien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향미 추출법인 SPME 법을 이용하여 GC-MSD

를 통해 분석하였다. 모든 실험 결과는 각각의 향신료에서 분리된 휘발성 성분으로부터 표

준품과의 mass spectrum 및 GC 머무름 시간의 비교에 의해 확인하였다 (Lee et al., 1999).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바질의 휘발성 향기성분 변화를 Table 2-64에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바질의 주 휘발성 성분은 linalool 및 1,8-cineole 화합물로 확인되었다. 이 화합물

들은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방사선원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에 의해 1,5-dithiaspiroundecan-8-one 및 beta-bisabolene 화합물이 생성되었으

며, 선원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ryophyllene, 1-[1,5-dimethyl-4

-hexenyl]-4-methyl-benzene, zingiberene, cyclohexane 및 artumerone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각각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Lee 등(1999)은 한국산 바질의 휘발성 성분을 분석

한 결과, linalool 및 1,8-cineole 화합물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음

을 확인하였다. 바질의 주 휘발성 성분으로 나타난 linalool은 floral-woody한 향 특성을 가

지며 꽃냄새를 갖는 향수, 화장품 등의 원료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Furia et al., 1975).

여러 연구 결과를 볼 때, linalool은 바질의 산지에 따라 그 함량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Zola 등(1973)은 산지별 바질의 화학성분 연구에서 프랑스산의 linalool 함량은 39.10%이

고, 이탈리아산은 43.80%로 보고한 바 있으며, Karawya 등(1974)은 이집트산 바질의

linalool함량은 37.60%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연구결과 일부 heterocyclic화합물이 검출

되었는데 이 화합물은 가열과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 검출되는 대표적인 화합물로 알려

져 있다 (Maga et al., 1973; Cha et al., 1992).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방사선 조사에

의해 heterocyclic 화합물이 형성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Table 2-65에는 월계수 잎을 감

마선 및 전자선 조사했을 때의 휘발성 향기 성분 변화를 나타냈다. 실험결과, cineole 및

methylenenorbornane을 비롯한 총 22종의 휘발성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Goralka 등(1995)

및 Polovka 등(2009)의 연구에 따르면 월계수 잎의 주된 휘발성 향기 성분은 cineole,

methylenenorbornane, α-thujene 및 β-pinene 화합물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월계수 잎의

주 휘발성 향기성분으로 확인된 cineole 및 methylenenorbornane은 감마선에 의해 그 함량

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Hept-2-ene, 1-methyl-4-(1-methylethyl)-benzene, 1,4

-cyclohexadiene, 2,7-octadien-6-ol, 3-cyclohexene-1-methanol, 3-cyclohexene-1-ol, propanol

-2-yl, 6,6-dimethyl-carboxaldehyde, methylbenzene 및 bornyl acetate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함량이 감소하였다. 반면, 비조사구에서 검출된 ethenyl-6-methyl-1,5-heptadiene, sabinene 및

β-elemene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검출되지 않았다. 생강, 마늘 및 생표고와 같은 다른 향신

료들에 함유된 함황화합물의 휘발성 유기성분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였다고 발표하였

다 (Andrew et al., 1995; Wu et al., 1996; Yang et al., 1998).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

한 통흑후추 및 통백후추의 휘발성 향기성분 결과를 Table 2-66 및 67에 제시하였다. 통흑후

추의 경우, 2-β-pinene, δ-3-carene 및 1-methyl-4 -[1-methylethyl]-benzene 화합물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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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3화합물이 검출되었다. 1-methyl-4-[1-methylethyl]-benzene, copaene, 1,3-bis[1,1

-dimethylethyl]-benzene, dl-limonene 및 caryophyllene 화합물을 제외한 나머지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함량이 증가되었으며, 방사선원에 따른 함량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phellandrene, 1-methyl-benzene 및 1-[1,5-dimethyl-4-hexenyl]-4-methy l-benzene의 화합물

은 조사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나타나 조사에 의해 미량의 benzen화합물이 형성되었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통백후추에서는 dl-limonene, caryophyllene 및 δ-3-carene를 비롯한 12종

의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Table 2-가-2-8). α-pinene화합물은 비조사군과 조사군의 차이는 없

었으나 β-myrcene, 1-phellandrene, δ-3-carene 및 1-methyl-4 -[1-methylethyl]-benzene 화합

물은 조사에 의해 그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caryophyllene을 비롯한 7종의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함량이 감소하였다. Kim 등(2008)은 배에 전자선 조사를 적용하였을 때, 조사군과 비

조사군간의 휘발성 성분의 함량이 차이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Plessi 등(2002) 및 Bertelli 등

(2003)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microwave에 의해 흑후추 및 백후추의 휘발성 성분인 aromatic

화합물을 검출할 수 있었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Table 2-64.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basil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1,8-cineole 16.27a 9.98b 9.83b 2.03

Linalool 33.50a 22.63b 22.53b 3.12

Bicyclo-2,2,1-heptan-2-one 2.68a -b -b 1.08

Estragole 10.31a 6.70b 6.72b 2.31

3-phenyl-2-propenoic acid, methyl ester 8.43a 7.60b 7.54b 1.56

Caryophyllene 4.57b 7.63a 7.82a 2.89

Bicyclo-3,1,1,-hept-2-one 3.28
a

3.04
b

3.12
b

0.35

1,5-dithiaspiroundecan-8-one -
b

3.77
a

3.72
a

0.12

1-[1,5-dimethyl-4-hexenyl]-4-methyl-benzene 9.42b 18.16a 18.23a 2.56

Zingiberene 3.18b 3.63a 3.51a 0.52

Beta-bisabolene -c 2.50b 2.62a 0.08

Cyclohexane 4.67b 8.30a 8.24a 3.12

Artumerone 3.70b 6.08a 6.12a 2.79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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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5.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bay leaves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α-thujene 0.53a -b 0.59a 0.07

Hept-2-ene 0.81b 0.79b 1.02a 0.20

β-pinene 3.13a 2.90b 3.24a 0.30

Ethenyl-6-methyl-1,5-heptadiene 1.00a -b -b 0.89

Carene 4.27a 3.79b 4.20a 0.39

1-methyl-4-(1-methylethyl)-benzene 6.35b 7.00a 7.70a 0.65

Cineole 52.16b 54.58a 51.86b 2.51

1,4-cyclohexadiene 1.41a 1.35b 1.27b 0.12

2,7-octadien-6-ol 3.38a 3.59a 3.08b 0.30

3-cyclohexene-1-methanol 0.73a 0.80a 0.66b 0.07

3-cyclohexene-1-ol 0.91a 0.61b -c 0.51

Propanol-2-yl 0.96a 0.96a 0.88b 0.06

Carvomenthenol 2.36c 2.92a 2.58b 0.52

α-terpineol 3.14b 3.31a 3.01c 0.30

6,6-dimethyl-carboxaldehyde 0.67a 0.69a 0.61b 0.05

Methylbenzene 0.50
a

0.74
a

-
b

0.48

Bornyl acetate 0.83
a

0.84
a

0.75
b

0.08

Hydroxy-3-methyl-4-isopropyl-sabinene 0.63
c

1.04
b

1.23
a

0.58

Sabinene 1.00a -b -b 0.92

Methylenenorbornane 12.81b 14.35a 12.93b 1.48

Caryophyllic acid 0.51b 0.60a 0.68a 0.07

β-elemene 1.18a -b -b 1.01

Dimethoxybenzene 0.76b 0.95a 0.99a 0.16

Undec-4-ene -b 0.93a -b 0.88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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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6.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black pepper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α-thujene 3.38b 3.77a 3.82a 0.40

α-pinene 9.73b 9.98a 9.99a 0.24

2-β-pinene 28.09b 31.19a 32.11a 2.12

1-phellandrene -b 1.85a 1.92a 1.54

δ-3-carene 19.37b 19.51ab 19.77a 0.32

1-methyl-benzene -c 2.36a 1.04b 1.24

1-methyl-4-[1-methylethyl]-benzene 15.51a 15.36b 15.63a 0.21

dl-limonene 4.89a 3.47b 3.52b 1.28

1,3-bis[1,1-dimethylethyl]-benzene 9.56a 5.78b 5.99b 1.02

1-[1,5-dimethyl-4-hexenyl]-4-methyl-benzene -b 1.56a 1.11a 1.02

Copaene 6.77a 3.11b 2.98b 0.98

Caryophyllene 2.71a 2.05b 2.12b 0.55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Table 2-67.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white pepper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α-pinene 3.93 3.97 3.95 0.04

2-β-pinene 7.74a 7.56b 7.62a 0.04

β-myrcene 1.74b 1.92a 1.89a 0.15

1-phellandrene 2.52
b

2.73
a

2.68
a

0.16

δ-3-carene 18.72b 22.15a 22.15a 1.24

1-methyl-4-[1-methylethyl]-benzene 4.10b 4.69a 4.72a 0.58

dl-limonene 30.52a 29.32b 29.48b 1.03

1,3-bis[1,1-dimethylethyl]-benzene 1.11a 1.05b 1.02b 0.05

Copaene 3.17a 2.91b 2.91b 0.22

Caryophyllene 25.50a 22.85b 22.72b 0.62

1,4,7-cycloundecatriene 0.96a 0.87b 0.86b 0.08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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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순카레 분말의 휘발성 향기성분 결과를 Table 2-68에 나타

냈다. 1-methyl-2-(1-methylethyl)-benzene, 2-methyl-3-phenyl-propanal 및 3-carene을 비롯한

총 18종의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2-methyl-3-phenyl-propanal 및 3-carene화합물의 경우 감마

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해 함량이 감소하였으나, 1-methyl-2-(1-methylethyl)-benzene의 경우

조사에 의해 함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볼 때, 조사에 의해 benzene화합

물이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다른 시료의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dl-limonene 및 cedrene 화합물의 경우, 조사에 의해 화합물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앞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원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레

분의 배합원료로 사용되는 향신료는 약 40여종이지만 일반적으로 사판 카레분은 20～25종정

도 사용하며 나머지 15～20여종은 특별한 풍미를 내기위한 것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산지에 따른 향미 성분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Varo et al., 1970). Park 등(1993)은 숙성

카레분의 휘발성 향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terpene계 탄화수소인 α-pinene, β-copaene,

limonene, cymene화합물과 terpene계 alcohol 화합물인 borneol, linalool 및 방향족 ether

화합물인 anethole, eugenol, eugenolacetate, myristici 및 isoeugenol이 검출되었다고 발표하

였다. 카레분의 품질은 사용 향신료의 산지, 제조방법 및 배합비율 등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

고 각 제조업체에서는 독자적인 제조방법에 의한 품질 보유에 고심을 쏟고 있지만 각각의

향신료가 갖는 특유의 향의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와 향기 성분이 일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Sarath-Kumara et al., 1985; Rajapakse-Arambewela et al., 1979).

Table 2-69에는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마늘의 휘발성 향기성분 변화를 제시하였

다. 실험결과 hydroxypropene을 비롯한 총 19종의 화합물이 검출되었다. 마늘의 주 휘발성

화합물인 hydroxypropene은 조사에 의해 함량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

4-methylpentanal-methylpentaldehyde, methylthiopropene, hexadiene 및 (methyldisulfanyl)

-1-propene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검출된 화합물에

대한 방사선원간의 차이는 일관적이지는 않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경향을 보였다. 마

늘은 많은 양의 유기황을 함유하고 있어 독특한 향미를 지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vallito et al., 1944). 마늘의 세포가 파괴될 때 마늘에 함유된 함황아미노산의 일종인

alliin이 allinase에 의해 분해되면서 마늘 특유의 자극성 매운맛 성분인 allicin을 생성하는데

이는 매우 불안정한 화합물로 다시 diallyl disulfide로 분해되며 alliin의 분해과정중 생성된

pyruvic acid와 서로 작용하여 저급 황화합물 및 carbonyl화합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결과와 일부 일치하였다 (Boleans et al., 1971). Kim 등(2005)은 마늘의 휘발

성 성분 분석 결과diallyl disulfide이 주요 휘발성 성분이며, 동결건조에 의해 10.7% 감소하

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 diallyl disulfide의 함량이 약 10%미만으로 나타났

는데 이는 건조 향신료 제조 과정 중 휘발되었을 것이라 생각이 된다. 이는 동결건조 마늘

에서 diallyl disulfide가 48～80%까지 감소하였다고 발표한 연구 내용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Chung et al., 1990). 또한 다른 연구결과에 비해 함황 화합물이 다소 적게 검출되었는데,

황 화합물은 파쇄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며 이러한 감소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욱 크

다는 연구결과를 볼 때 (Shin et al., 2007), 마늘 분의 제조과정 및 제조조건에 영향을 받았

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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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8.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curry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2,6,6-trimethylbicyclo-hept-2-ene 3.36b 4.47a 4.52a 0.98

2-beta-pinene 7.82b 9.78a 9.99a 1.49

Delta-3-carene 3.54b 3.93a 4.01a 0.35

1-methyl-2-(1-methylethyl)-benzene 10.60b 11.99a 12.14a 1.26

Limonene 7.34b 7.87a 7.52ab 0.50

1,8-cineole 4.89b 5.98a 6.01a 1.02

Gamma-terpinene 5.99b 6.26a 6.12ab 0.25

Bicyclo-heptan-2-one 2.21b 2.52a 2.53a 0.29

3-carene 11.04a 10.78b 10.12b 0.25

1,4-cyclohexadiene 4.95a 4.35b 4.52b 0.57

2-methyl-3-phenyl-propanal 11.91a 11.63b 11.57b 0.25

Trans-anethole 9.26a 8.98b 9.03b 0.18

dl-limonene 1.25a -b -b 1.11

Eugenol 4.38a 3.51b 4.12a 0.57

Caryophyllene 5.76a 4.11b 4.04b 1.52

1-[1,5-dimethyl-4-hexenyl]-4-methyl-benzene 1.98a 1.50b 1.51b 0.35

Cedrene 1.49a -b -b 1.24

2-hepten-4-one 2.23b 2.34a 2.25b 0.09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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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69.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garic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4-methylpentanal-methylpentaldehyde -c 2.26b 2.77a 0.49

Hydroxypropene 59.56a 50.54b 39.85c 2.01

Dimethylhydrazine 1.92c 5.02a 3.98b 1.52

Methylthiopropene -c 3.31a 2.37b 0.88

Hexadiene -b 1.57a 1.27a 0.25

(Methyldisulfanyl)-1-propene -b 1.39a 0.92a 0.41

2,2,4,6,6-pentamethyl-heptane 0.79b 0.98b 3.93a 0.52

Octamethyltetrasiloxane 1.18a 1.32a -b 0.11

1-methyl-2-(1-methylethyl)-benzene 2.64a -b 2.20a 0.38

8-methyl-heptadecane 1.55b 1.66b 4.39a 1.02

2,2,5-trimethyl-hexane 2.11b 2.44b 3.75a 1.21

2,6,10,14-tetramethyl-hexadecane 0.79b 0.90b 2.25a 0.88

Diallyl disulphide 9.92a 9.41b 9.51b 0.35

Sulfurous acid 2.16a 1.68b -b 0.41

Methyltrisulfane 1.61
a

0.77
b

1.55
a

0.52

Isothicyanato-cyclohexane 2.26a 0.86b -c 1.12

1,3-bis(1,1,-dimethylethyl)-benzene 8.32b 9.06a -c 0.65

1,3-diallyltrisulfane 4.15a 1.96b 1.55c 0.43

2-ethyl-carbonochloridic acid 1.06
a

0.91
ab

0.82
b

0.21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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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오레가노의 휘발성 향기성분 결과를 Table 2-70에 나타냈

다. 실험결과 p-cymene을 비롯한 총 13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오레가노의 주요 휘발성 물질

로 확인된 p-cymene은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Milos 등(2000) 및

Baranauskiene 등(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Heptane, octane, undec-4-ene 및

1,3-bis(1,1dimethylethyl)-benzene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방사선원간의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오레가노의 경우, 다른 향신료들과는 달리, 조사에

의해 휘발성 화합물이 감소하거나 다른 화합물이 생성이 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생강, 마

늘 및 생표고와 같은 다른 향신료들에 함유된 함황화합물의 휘발성 유기성분이 감마선 조사

에 의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Andrew et al., 1995;

Wu et al., 1996; Yang et al., 1998).

Table 2-70.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oregano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Heptane -b -b 1.55a 0.77

1-methyl-4-(1-methylethyl)-benzene 2.36c 3.44a 2.90b 0.51

Eucalyptol 1.82b 3.41a 1.94b 1.22

Octane -b -b 1.72a 1.03

Hexane 1.56a 0.94b -c 0.59

Cyclohexadiene 1.70a 1.74a -b 0.72

Octadien-6-ol 6.20a 6.09b 5.14c 0.09

Borneol 4.45a 3.89b 4.10b 0.29

Carvomenthenol 1.44
a

1.26
b

1.22
b

0.15

1,3-bis(1,1dimethylethyl)-benzene -
c

3.51
a

2.60
b

0.88

Cymene 5.51a 4.45c 4.87b 0.40

p-cymene 75.43a 70.53b 73.97b 1.38

Undec-4-ene -b 0.73a -b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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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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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1에는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파슬리의 휘발성 향기성분 변화를 제시하

였다. 실험결과 p-menthatrienol, β-phellandrene 및 β-pinene 화합물을 비롯한 총 13화합물

이 검출되었다. p-menthatrienol 및 β-phellandrene 화합물의 경우 조사에 의해 그 함량이

감소된 반면, β-pinene 화합물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방사선원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Myrcene, 1,3-bis(1,1dimethylethyl)-benzene, limonene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그 함량이 증가 및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n-Hexanal, cis-3-hexen-1-ol, α-thujene 및 α

-pinene 화합물의 경우, 조사군과 비조사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Kim 등(1990)은

파슬리 잎 및 씨에서 가장 많이 검출된 휘발성 성분은 myristicin으로 확인되었으며, 각각

21.80 및 47.54 %라고 발표하였다. Stenhagen 등(1974)은 파슬리에서 약 40여종의 terpene

화합물이 검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파슬리의 산지, 가공방법 및 휘발성 물질 추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Table 2-71.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parsley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n-Hexanal 3.93 3.97 3.95 0.12

cis-3-hexen-1-ol 7.74 7.56 7.62 0.21

α-thujene 1.74 1.92 1.88 0.42

α-pinene 2.52 2.73 2.68 0.32

β-pinene 18.47b 22.09a 21.94a 3.12

Myrcene 4.10b 4.69a 4.72a 0.51

β-phellandrene 20.52
a

19.32
b

19.48
b

1.02

1,3-bis(1,1dimethylethyl)-benzene -
b

1.05
a

1.02
a

0.64

Terpinolene 3.52
a

2.54
b

2.44
b

0.95

Limonene 2.11b 3.52a 3.77a 1.31

p-menthatrienol 3.17a 2.91b 2.91b 0.25

Myristicin 30.13a 26.85b 26.72b 3.19

Elemicin 2.07a 0.87b 0.86b 1.11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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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로즈마리의 휘발성 향기성분 결과를 Table 2-72에 나타냈

다. 실험결과 1,8-cineole을 비롯한 총 14화합물이 검출되었다. 이는 Mahmoud 등(2005)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로즈마리의 주요 휘발성 성분인 1,8-cineole 및 camphor은 조사에

의해 그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방사선원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Camphor,

heptan-2-ol 및 1-methyl-5-[1-methylethenyl]-cyclohexane 화합물의 경우, 조사에 의해 그 함

량이 증가한 반면 β-myrcene, 1,2-dichloro-benzene, 1,8-cineole 및 2-carene 화합물은 조사

에 의해 그 함량이 감소하였다. α-pinene, camphene, 2-β-pinene, δ-2-carene,

1-methyl-2-[1-methylethyl] -benzene, 1-methyl-3-[1-methylethenyl]-cyclohexane 및 trans-β

-caryophyllene 화합물은 조사군과 비조사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즈마리는 예전부터 서양에서 향신료로 음식의 향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었으

나, 1,8-cineole과 같은 기능성을 가진 성분으로 인해 항산화제로도 이용하고 있는 추세이다

(Shahidi, 2000). 로즈마리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고유의 향이 크게 감소되지 않아 감마선

조사와 로즈마리 추출물을 병용처리 한 햄버거 스테이크의 지질산화를 억제하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Park et al., 2004).

Table 2-72.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rosemary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α-pinene 4.51 4.64 4.44 0.32

Camphene 1.31 1.42 1.35 0.25

2-β-pinene 0.68 0.71 0.68 0.05

β-myrcene 0.53a 0.33b 0.36b 0.18

1,2-dichloro-benzene 0.94a 0.52b 0.52b 0.41

1-methyl-2-[1-methylethyl]-benzene 5.50 5.47 5.51 0.05

1,8-cineole 50.14a 49.85a 48.88b 0.88

δ-2-carene 2.09 1.96 2.14 0.15

Camphor 23.76b 24.44a 24.51a 0.65

Heptan-2-ol 4.16b 4.42a 4.67a 0.26

2-carene 1.16a 1.08b 1.19a 0.10

1-methyl-5-[1-methylethenyl]-cyclohexane 3.84b 3.80b 4.23a 0.39

1-methyl-3-[1-methylethenyl]-cyclohexane 0.47 0.48 0.52 0.06

trans-β-caryophyllene 0.91 0.88 1.00 0.12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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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3에는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강황의 휘발성 향기성분 변화를 나타냈다.

그 결과, 1-[1,5-dimethyl-4-hexenyl]-4-methylbenzene, artumerone 및 tumerone을 비롯한

총 15화합물이 검출되었으며, 이는 Singh 등(2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δ-3-carene,

estragole, 2-propenoic acid, 3-phenyl-methyl ester, zingiberene, α-ylangene 및 tumerone은

조사에 의해 그 함량이 감소한 반면, 1,8-cineole, caryophyllene, β-bisabolene,

2,5-di-,methoxy-1-methylnaphthalene, 1-[1,5-dimethyl-4-hexenyl]-4-methylbenzene,

artumerone 및 curlone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함량이 증가하였다. 모든 화합물은 방사선원

간의 차이는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강황의 휘발성 성분이 변화가

없었다는 Anon (량이92)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1,6,,5-dodecatriene 및

3,7-methanoazulene 화합물은 조사에 의해 검출되지 않았다. Govindarajan (량이96)은 강황

의 주요 휘발성 성분은 α-phellandrene, 1,8-cineol, zingiberene, ar-curcumene, tumerone,

ar-turmerone, β-sesquiphellandreme, curlone 및 dehydrozingcrone 등이 검출되었다고 발

표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부 차이가 있었다. 이는 앞의 시료와 마찬가지로 강황의

산지 및 향기성분 추출방법에 따른 차이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Table 2-73. Changes of volatile flavor compounds in tumeric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Compounds
Non-

irradiate

Irradiation dose (kGy)

γ-ray E-beam
SEM1)

10 10

1,8-cineole 3.34b 3.76a 3.86a 0.42

δ-3-carene 3.19a 1.70b 0.99c 0.71

Estragole 1.67a 1.19b 1.21b 0.48

2-propenoic acid, 3-phenyl-methyl ester 0.98a 0.51b 0.56b 0.42

Caryophyllene 4.70b 5.10a 5.14a 0.40

2,5-di-,methoxy-1-methylnaphthalene 2.37b 2.43b 2.96a 0.53

1,6,10-dodecatriene 0.80a -b -b 0.51

1-[1,5-dimethyl-4-hexenyl]-4-methylbenzene 14.98
c

17.14
b

18.08
a

0.94

Zingiberene 8.03
a

5.01
c

6.29
b

1.24

β-bisabolene 2.30c 2.44b 2.76a 0.33

3,7-methanoazulene 1.24
a

-
b

-
b

1.01

α-ylangene 9.80
a

8.95
b

10.05
a

0.25

Artumerone 16.52c 26.40a 24.12b 1.23

Tumerone 20.33a 14.51b 14.12b 1.02

Curlone 9.75c 10.87a 9.87b 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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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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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지 특성 평가

방사선의 검지기술의 확립을 위하여 국제적으로는 유럽표준화위원회에서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변화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을 검지하는 방법을 발전시켜 표준화

하여 EU 기준으로 채택하였고 Codex의 검지법으로 설정되어 있다 (CODEX, 2008). 따라서

국내에서도 검지법 표준화를 준비 중에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2호로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thermoluminescence (TL)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을 신설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07). PSL은 TL보다 비교적 저가의 장비이고 전

처리 과정이 필요 없으며, 비파괴 검사로써 여러 시료를 단 시간 내에 검사할 수 있는

screening 목적으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TL은 식품에 혼입된 미네랄을 분리하여 발광

특성 변화를 측정하는 것으로 향신료와 다른 여러 식품들의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hung et al., 2008).

향신료의 PSL 측정결과를 Table 2-74에 제시하였다.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시료는

threshold value (T1, 700)보다 낮은 photon counts를 보여서 negative로 분류하여 방사선 조

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시료를 포함하여 T1보다 높

고 T2 (5000)보다 낮은 photon counts를 보인 시료는 intermediate로 분류하고 추가적으로

TL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제적으로 방사선 조

사 처리 되지 않은 시료만 비교하였을 때, 월계수 잎은 intermediate로 분류되었고, 마늘은

positive로 분류되어 원료에 방사선 조사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보여 TL 분석을 실시하여 확

인을 필요로 하였다. Jeong 등(2001)은 통마늘의 방사선 조사 확인 연구에서 0.05～0.50 kGy

범위의 선량에서는 5000이상의 photon counts가 확인되어 조사여부의 screening 이 가능하

였다고 보고하였지만, 조사선량과 photon counts 간에ㅔ는 유의성이 크지 않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건조 양파, 마늘 등 건조 채소류 및 향신료는 국내외적으로 7 kGy

범위 이상의 선량이 상업적으로 요구되므로, 조사 여부 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PSL법의 적용

은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IAEA,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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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4. PSL determinations for spices treated by gamma and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 photon count)

Sample Source Irradiation dose
(kGy) PSL determination Classification

Basil

0 383±351)(-)2) Negative

γ-ray

2 14863±1989(+) Positive
4 20760±1944(+) Positive
6 22274±1604(+) Positive
8 24751±509(+) Positive

10 25342±3120(+) Positive

E-beam

2 9055±4039(+) Positive
4 13509±5419(+) Positive
6 12430±5686(+) Positive
8 13066±3935(+) Positive

10 15591±2497(+) Positive

Bay
leaves

0 1463±258(M) Intermediate

γ-ray

2 35643±5437(+) Positive
4 46174±5084(+) Positive
6 49555±6652(+) Positive
8 61981±4356(+) Positive

10 65351±2531(+) Positive

E-beam

2 41225±10259(+) Positive

4 29452±3954(+) Positive
6 42460±8920(+) Positive
8 46657±11365(+) Positive

10 54319±24551(+) Positive

Black
pepper

0 308±391)(-)2) Negative

γ-ray

2 791±160(M) Intermediate
4 909±16(M) Intermediate
6 914±160(M) Intermediate
8 1006±203(M) Intermediate

10 1088±68(M) Intermediate

E-beam

2 1587±897(M) Intermediate
4 2086±1980(M) Intermediate
6 1704±1011(M) Intermediate
8 1363±253(M) Intermediate

10 851±134(M) Intermediate

Curry

0 527±125(-) Negative

γ-ray

2 138002±23078(+) Positive
4 206293±99866(+) Positive
6 172688±49683(+) Positive
8 177153±44844(+) Positive

10 227237±44296(+) Positive

E-beam

2 138002±23078(+) Positive
4 206293±99866(+) Positive
6 172688±49683(+) Positive
8 177153±44844(+) Positive

10 227237±44296(+)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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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4. continued.

Sample Source Irradiation dose
(kGy)

PSL determination Classification

Garic

0 6028±35561)(+)2) Positive

γ-ray

2 17586±7937(+) Positive
4 110437±18462(+) Positive
6 431812±246942(+) Positive

8 227235±29265(+) Positive
10 152416±44753(+) Positive

E-beam

2 166034±63550(+) Positive
4 246747±141933(+) Positive
6 158352±81064(+) Positive
8 245265±121778(+) Positive

10 130814±74050(+) Positive

Oregano

0 513±100(-) Negative

γ-ray

2 110669±53446(+) Positive
4 206293±99866(+) Positive
6 186021±58349(+) Positive
8 170487±49097(+) Positive

10 227237±44296(+) Positive

E-beam

2 253123±91752(+) Positive
4 183031±3985(+) Positive
6 320300±117670(+) Positive
8 400956±51217(+) Positive

10 264794±94280(+) Positive

Sample Source Irradiation dose
(kGy)

PSL determination Classification

Pasley

0 351±361)(-)2) Negative

γ-ray

2 581±99(-) Negative
4 1963±105(M) Intermediate
6 2512±716(M) Intermediate

8 2922±692(M) Intermediate
10 3748±550(M) Intermediate

E-beam

2 918±429(M) Intermediate
4 632±160(M) Negative
6 773±122(M) Intermediate
8 1310±535(M) Intermediate

10 1138±89(M) Intermediate

Rose
mary

0 340±30(-) Negative

γ-ray

2 15974±5507(+) Positive
4 19395±6578(+) Positive
6 28183±15350(+) Positive
8 26717±8749(+) Positive

10 18970±5092(+) Positive

E-beam

2 11647±2284(+) Positive
4 12364±2301(+) Positive
6 15896±1824(+) Positive
8 16238±1109(+) Positive

10 15291±2757(+)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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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4. continued.

Sample Source Irradiation dose
(kGy)

PSL determination Classification

Tumeric

0 356±351)(-)2) Negative

γ-ray

2 667±191(-) Negative
4 1808±1706(M) Intermediate
6 1180±654(M) Intermediate
8 931±372(M) Intermediate

10 872±275(M) Intermediate

E-beam

2 200370±72550(+) Positive
4 245310±10553(+) Positive
6 287916±47725(+) Positive
8 375478±66482(+) Positive

10 412192±131693(+) Positive

White
pepper

0 280±89(-) Negative

γ-ray

2 8289±3012(+) Positive
4 8105±1950(+) Positive
6 10244±3842(+) Positive
8 8994±2061(+) Positive

10 9595±1913(+) Positive

E-beam

2 6500±1569(+) Positive
4 7774±1426(+) Positive
6 10756±1593(+) Positive
8 11907±3891(+) Positive

10 7223±560(+) Positive

1)Means of duplicate ± standard deviation.
2)Thresold values : T1 = 700 T2 = 5000.-<T1; T1<M<T2 ;+>T2.

방사선 조사식품의 조사여부 확인을 위한 TL 측정시 검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얻기 위해

blank test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즉, 측정용 disk에 minerals가 없는 상태로 상기의 조건과

동일하게 측정한 TL glow curve의 intensity는 방사선 조사여부에 관계없이 minerals를 가한

disk의 TL glow curve intensity보다 현격히 낮아서 방사선에 오염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

다. 향신료의 TL glow curve 및 TL ratio를 Fig. 2--29 ∼38 및 Table 2-75에 제시하였다. PSL

의 측정결과 중간시료와 양성시료로 밝혀진 시료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TL을 측정하여 방

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한 결과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다.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시

료의 경우는 특이적인 TL glow curve를 나타내지 않았고, 조사된 시료의 경우 특유의 TL

glow curve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시료와 조사된

시료에서 나타나는 TL glow curve의 온도범위가 다르고 이들 TL glow curve가 나타내는

intensity도 많은 차이가 나서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Correcher 등(1998)은 방

사선 조사된 파프리카와 비조사 파프리카가 나타내는 TL glow curve의 형태와 나타나는 온

도범위가 다르고 이들 curve의 intensity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TL ratio 간의 결정계수를 비교할 때 통흑후추, 로즈마

리, 마늘 및 통백후추를 제외한 시료에서 조사 처리군에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TL



- 356 -

glow curve의 위치와 조사선량에 따른 강도 차이에 의한 조사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

러나 일부 시료에서는 감마선의 경우 10 kGy에서는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전자선

의 경우는 확인할 수 없었다. TL ratio에 의한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에서 그 값이 0.05 이하

이면 비조사구, 1.0 이상이면 방사선 조사구로 판단하였다는 보고들과 비교하였을 때 통흑후

추, 로즈마리, 마늘 및 통백후추 시료는 다른 검지법과의 다중적 검토가 요구되었다 (Kwon

et al., 2002).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50 120 190 260 330 400

Temp.(℃)

TL
 in

te
ns

ity

0 kGy
2 kGy
4 kGy
6 kGy
8 kGy
10 kGy

(a)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51 79 107 135 163 191 219 247 275 303 331 359 387

Temp.(℃)

T
L

 in
te

ns
ity

0 kGy
2 kGy
4 kGy
6 kGy
8 kGy
10 kGy

(b)

Fig. 2-29.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basil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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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0.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bay leaves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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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1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black pepper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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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2.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curry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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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3.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garlic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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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4.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oregano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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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5.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parsley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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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6.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rosemary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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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7.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tumeric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 365 -

0

100

200

300

400

500

600

51.4 79.4 107 135 163 191 219 247 275 303 331 359 387

Temp (℃)

TL
 in

te
ns

ity

0 kGy
2 kGy
4 kGy
6 kGy
8 kGy
10 kGy

(a)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51.4 79.4 107 135 163 191 219 247 275 303 331 359 387

Temp (℃)

TL
 in

te
ns

ity

0 kGy
2 kGy
4 kGy
6 kGy
8 kGy
10 kGy

(b)

Fig. 2-38.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white pepper at different doses.

(a) gamma ray, (b)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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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5. TL ratio of glow curves for irradiated spices at different doses

Source
Irradiation

dose (kGy)

Sample

Basil Bay leaves Black pepper Curry Garlic

γ-ray

0 0.009 0.083 0.018 0.005 0.121

2 1.084 0.958 0.724 0.714 0.555

4 1.441 0.986 0.493 0.957 0.804

6 1.661 0.862 0.552 1.652 0.949

8 1.697 1.093 1.010 1.603 0.852

10 1.303 0.692 1.317 1.812 0.846

E-beam

0 0.018 0.083 0.018 0.005 0.121

2 1.108 0.692 0.290 0.520 0.681

4 1.060 0.958 0.557 0.657 0.639

6 1.260 0.986 0.563 0.979 0.599

8 1.655 0.862 0.861 1.065 0.825

10 1.306 1.093 0.739 1.055 0.779

Source
Irradiation

dose (kGy)

Sample

Oregano Parsley Rosemary Tumeric White pepper

γ-ray

0 0.038 0.040 0.070 0.018 0.021

2 0.786 0.942 0.443 1.108 0.491

4 0.305 1.420 0.403 1.060 0.531

6 0.467 1.189 0.590 1.260 0.545

8 0.648 1.449 0.635 1.655 0.611

10 1.026 1.291 0.439 1.306 0.615

E-beam

0 0.037 0.039 0.070 0.018 0.018

2 0.620 0.823 0.379 1.826 0.434

4 0.782 1.214 0.623 1.689 0.515

6 0.721 1.254 0.442 1.639 0.539

8 0.709 1.419 0.779 0.987 0.604

10 0.474 1.428 0.655 1.076 0.647



- 367 -

다. 고선량 조사에 의한 식품 및 포장재 유래 방사선 분해산물 분석

1) 연구의 필요성

선진국들은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high-quality shelf- stable convenience foods) 및 즉

석식품(ready-to-eat/ready-to-cook food)의 개발에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고 있으

며, 이들 식품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주비행사, 군인, 장기캠핑인들을 위해서도 개발이 진

행되고 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에서는 shelf-stable meat product의 마케팅에 최소 45 kGy

의 감마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고, 향신료의 경우, 프랑스는 11 kGy의 감마선 조사를, 미국

과 아르헨티나는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결핍 환자들을 위한 완

전멸균식을 위해 네덜란드는 이미 75 kGy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

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감마선 멸균 병원식(hospital diets)을 위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렇듯 다용도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식품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에

있어, 소비자를 위한 품질보증 방안으로 고선량 조사에 대비한 품질 변화 등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10 kGy의 방사선 조사의 경우 약효 및 유효성분의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일부 허브류의 향미성분 및

색소의 감소, 육류나 지방을 함유한 식품 등에서 metallic, wet dog, goat-like, burnt 및

sulfide 냄새 등으로 묘사되는 off- flavor의 생성 등 성분 변화에 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고선량 조사에 의한 식품의 성분 변화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 또한 대부분의 식품은 미

생물 등에 의한 재오염, 식품으로부터의 수분 손실, 운반중의 물리적인 손상 방지 등의 이

유로 포장된 상태에서 조사되는데 포장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방

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포장재의 안전성을 검토할 필요하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주로 향신료, 과일 등의 검역처리를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포

장 후 선적이 용이한 감마선 조사가 활용되고 있다. 전자선의 경우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

은 약하나 빠른 처리속도와 Conveyor 시스템으로 효율적이기 때문에 햄버거 패티, 부분육

(계육 포함), 해산물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식품의 조사에 활발히 연구되었고, 현재 미국

을 중심으로 전자선 조사기술의 산업적 활용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국내 식품법

(식품공전)에는 식품 조사에 이용하는 방사선 종류를 감마선으로 제한하고 있어 식품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전자선, X-선 등의 다양한 방사선의 이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러므로 전자선 조사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피조사체에 대한 두 선종간의 비교 연구

를 통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산업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선량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성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

기 위하여 고선량 조사대상 식품중 지방함량이 많은 육류를 대상으로 방사선원별/에너지

수준별 지방분해산물의 분해특성을 규명하고, 향신료를 대상으로 방사선원별/에너지 수준

별 향기성분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방사선 조사가 식품의 특징적인 성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여 방사선 종류별 최적의 융합조건을 확립하고 적정선량을 권장하고자 한

다. 또한 미생물에 의한 재오염을 방지하고 저장성을 늘리기 위해 사용되는 식품포장재로

부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래하는 분해산물을 분석하여 잔류실태를 파악하여 식품포장재

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 368 -

2) 시험 재료 및 방법

원료육의 준비

시험에 사용한 식육 시료는 도축 후 24시간이 경과된 우육의 우둔부위(bovine M.

Semitendinosus)와 돈육 후지부위(porcine ham)를 지역 식육점으로부터 구입하여 과도한 표

면지방을 제거한 후 지름 3 mm hole plate가 장착된 grinder를 이용하여 만육하여 준비하

였다. 햄버거 패티용 돼지 등지방(pork back fat)은 표면색택이 우유 빛이고 이취가 없는

것을 구입하여 식육과 같은 방법으로 만육한 후 사용하였다. 원료육의 저장성 평가를 위해

분쇄된 우육과 돈육을 대조구와 처리구로 분류하여 polyethylene vinyl에 넣어 진공 또는

질소치환 포장을 한 후 하기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선 조사와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

시료의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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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5, 7.5, 10, 12.5, 15, 17.5, 2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전자선 조사

전자선 조사는 ELV4-electron accelerator(Energy 2.5 MeV, Beam power 40 kW)를 이용

하여 감마선 조사와 동일한 흡수선량을 갖도록 조사하였다. 이 때 에너지는 2.5 MeV,

beam current는 각각 1.9, 3.2, 4.5 및 6.4 mA이었다.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특급시약으로 미국 Sigma사에서, 지방분해산물인

hydrocarbon류는 독일 TeLA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지방추출 및 chromatography에 사용

한 n-hexane, diethylether 등 유기용매는 Fisher Scientific(USA)에서 HPLC grade로 구입하

여 이를 다시 Wire spiral packed double distilling 장치(Normschliff, Geratebau,

Germany)로 재증류한 것을 사용하였다. Florisil(60～100,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USA)은 550℃ 회화로에서 하룻저녁 태운 뒤 저장하였다가 사용전 130℃에서 5시간 이상

탈수하여 desicator에서 식힌 후, hydrocarbon류 분리를 위해 3% 물을 가하였으며, 20 분

동안 균질화하고 12시간 이상 방치하여 불활성화 시킨 후, 충진제로 사용하였다.

방사선 조사시료의 지방추출

지방추출을 위해 시료에 재증류된 n-hexane 30 mL를 첨가하여 Ultra Turrax(IKA

Labortechnik, Staufen, Germany)로 여러번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시료는 1500 × g로 20

분간 원심분리시켜 투명한 상등액을 분리한 후 잔존물에 처음 사용한 혼합 유기용매양의

1/3을 다시 첨가하여 재추출하고 이를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첫 번째 상등액과 합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Büchi, Flawil,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유기용매를 제거하고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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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를 사용하여 잔존유기용매를 휘발시킨 뒤 지방만을 취하여 냉동 저장하여 시료로 사용하

였다.

Hydrocarbon류 분리

불활성화 시킨 florisil 25 g을 270 × 20 mm chromatography column에 충진시키고, 재

증류한 n-hexane을 3 mL/min의 유속으로 conditioning 한 후, 추출한 지방 0.5 g에 정량

분석을 위한 internal standard로서 1 mL eicosane(4㎍/mL n-hexane)을 첨가하여 florisil

column에 가한 뒤 60 mL n-hexane을 용리용매로 하여 hydrocarbon류를 분리하였다. 이

용리용매는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2 mL까지 농축한 후 다시 0.5 mL까지

질소로 농축하여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Hydrocarbon류의 GC/MS 분석

질량분석에 사용한 분석기기는 Finnigan GC/MS(Polaris Q with Trace GC)를 사용하였

으며 시료의 이온화는 electron impact ionization(EI)방법으로 행하였다. GC/MS 분석조건

은 ionizing voltage를 70 eV로 하였고, ion source와 injector 온도는 각각 250℃로 하였으

며, carrier gas는 helium을 사용하였고, 유속은 1.0 mL/min으로 하였다. 또한 분석할 분자

량의 범위는 30～350(m/z)으로 설정하였다. Capillary column은 DB-5(30 m × 0.32 mm

i.d., 0.25 ㎛ film thickness, J&W Scientific, Folsom, USA)를 이용하였다. 온도 program은

60℃에서 25℃/min 속도로 170℃까지, 2℃/min 속도로 205℃/min까지, 10℃/min 속도로

270℃까지 승온시켰다. Hydrocarbon류 분석을 위해서 시료 1 μL를 주입하고 split ratio는

1:20으로 하였다. Hydrocarbon류는 total ionization chromatogram(TIC)에 분리된 각 peak

과 standard물질의 retention time 및 mass spectrum을 비교하여 확인하였으며, internal

standard를 이용하여 hydrocarbon류의 생성량을 정량하였다.

추출방법에 따른 휘발성 화합물의 수율 및 특성 비교

방사선원별(감마선/전자선)로 조사된 향신료에 함유된 휘발성 향기성분을 추출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추출방법으로 향기성분을 추출하여 수율 및 각 방법의 특성을 비교한다.

전자선 조사 연속수증기증류추출법(SDE, simultaneous steam distillation and extraction)

분석 시료 100 g과 Milli Q water 1 L를 혼합하여 Waring blender로 1분간 분쇄한 후 1

N NaOH 용액을 첨가하여 pH 6.5로 조정하고 이를 휘발성 성분의 추출용 시료로 사용한

다. 휘발성 성분의 추출은 Schultz 등의 방법에 따라 개량된 연속수증기증류추출장치(SDE)

에서 추출용시료에 spiral로 충전된 double distilling apparatus로 재증류한

n-pentane:diethylether 혼합용매(1:1, v/v) 200 mL를 사용하여 상압 하에서 2시간 동안 추

출한다.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

SPME 분석방법은 fiber에 polydimethyl siloxane을 입힌 고정상을 사용하여 수용액상의

headspace 부분에서 시료와 fiber사이에 분배에 의해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흡착하고 유기

화합물이 흡착된 fiber를 gas chromatography(GC)의 injector에 주입하여 열 탈착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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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다. 각각의 시료 30 ml를 취하여 50±2℃로 유지한 후 SPME를 수직으로 세운 다음

30분 동안 시료 내의 휘발성 성분을 fiber에 흡착시킨다. 흡착된 향기성분을 GC 주입구에

서 탈착시켜 분석한다.

Headspace

Headspace vial(23 × 75 mm, PTFE/Silicone septa, aluminum seal)에 시료를 담은 후

PTFE-faced silicon septum으로 된 뚜껑을 닫은 후 밀봉하여 감마선 조사한다. 준비된 vial

을 dynamic headspace sampler(HP 7694 Headspace sampler)에 장착시키고 150℃에서 4분

간 dry purging하고 상온에서 He으로 30 mL/min 속도로 5분간 purging하는 조건으로 휘

발성 성분을 Tenax column에 포집한다.

휘발성 성분의 분석

포집된 성분을 GC-FID로 분석한다. Column은 DB-Wax(60 m × 0.25 mm i.d., 0.25 µm

film thickness, J&W, USA) 및 DB-5 fused silica capillary(25m × 0.25 µm film thickness)

등을 사용하여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column을 선택하고, 온도 program

과 split ratio를 달리하여 chromatography의 분리 효율을 비교한다.

GC/MS의 최적의 기기분석 조건 수립

추출된 휘발성 성분의 GC-FID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최적의 분리 효율을 갖는

column과 온도 program을 선택한다. HRGC/MS에 의해 Total ionization

chromatogram(TIC)에 분리된 각 peak의 성분분석은 mass spectrum library(NIST 12, NIST

62, WILEY 139)와 mass spectral data book의 spectrum과의 일치 및 GC-FID 분석에 의한

retention index와 문헌상의 retention index와의 일치 및 본 연구실에서 축적한 표준물질의

분석 데이터를 비교하여 확인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포장재 유래 분해산물 추출조건 수립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휘발성성분들을 분석하기 위해 SPME방법을 사용한다. 방

사선 조사된 sample vial을 60±2℃로 유지한 후 SPME를 수직으로 세운 다음 30분 동안

시료 내의 휘발성 성분을 fiber에 흡착시킨다. 흡착된 향기성분을 GC 주입구에서 탈착시켜

분석한다.

Solvent extraction

각각의 식품포장재에 알맞은 용매(dimethylchloride, HFIP 등)를 선택하여 방사선 조사된

sample vial에 주입한 후 stirring하여 추출한 다음 추출액을 syringe filtration하여 GC/MS

로 분석한다. 휘발성 성분의 분석”에 기술한 방법으로 GC 및 GC/MS를 이용하여 포장재

의 방사선 조사 분해산물의 분석조건을 확립한 후 정량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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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고선량 방사선 조사된 육류의 지방분해산물 분석

돈육은 다량의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와 linoleic acid를 함유하고 있으며

Fig. 2-39, 40은 비조사된 시료와 20 kGy 전자선 조사된 돼지고기에서 생성된 hydrocarbon

류의 chromatogram을, Fig. 2-41, 42는 비조사된 시료와 20 kGy 감마선 조사된 돼지고기에

서 생성된 hydrocarbon류의 chromatogram을, 그리고 Table 2-76, 77, 78, 79와 Fig. 2-43,

44, 45, 46, 47에는 조사선량에 따른 생성량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된 돈육

질소치환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돈육에서는 1-Hexadecene, 6,9-heptadecadiene,

1,7,10-hexadecatriene, 1-tetradecene, pentadecane, 1,7-hexadecadiene, 1,7,10-hexadecatriene,

heptadecane, 8-heptadecene이 2.5 kGy 이상 조사된 돈육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비조사구

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Palmitic acid로부터 생성된 pentadecane과 1-tetradecene을 비교

하였을 때 pentadecane이 더 높은 생성량을 나타내었고, pentadecane과 1-tetradecene은

17.5 kGy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나 20 kGy에서 감소하였다. Stearic acid로부터 생성된

heptadecane과 1-hexadecene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으며,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e은 다량 검출되어, 돈육 중 다량의 oleic acid로부터 생

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Lin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10-hexadecatriene은 선량에 따

라 미량 증가함을 보였고, 1,7-heptadecadiene은 17.5 kGy까지는 미량 증가하다가 20 kGy

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1-hexadecane 과 1,7-hexadecadien은 방사선 조사된 조

미쥐치에서 검지 화합물로 제시된 바 있다. 전체적으로 1,7,10-hexadecatriene을 제외한 화

합물들이 17.5 kGy에서 최대값을 보였고, 20 kGy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공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돈육에서는 Cn-1 hydrocarbon류가 Cn-2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생성되었지만, oleic acid는 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 보

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질소치환 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샘플에서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또한, 17.5 kGy까지는 직선상은 아니지만 선량이 증가할수록 hydrocarbon

류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hexadecadiene과

8-heptadecene은 질소치환 포장된 샘플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결과적으로, 전자선 조사된 돈육에서는 포장방법에 따른 hydrocarbon류 생성량의 특이

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질소치환 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돈육의

1,7,10-hexadecatriene을 제외한 다른 hydrocarbon류는 17.5 kGy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다가 20 kGy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돈육의 지방산 조성과 분해 경로를 토

대로 하여 다량 생성된 주요 hydrocarbon류인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은 전자선

조사된 돈육을 검출하는데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감마선 조사된 돈육

질소치환 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돈육에서는 1-Hexadecene, 6,9-heptadecadiene, 1,7,10-

hexadecatriene, 1-tetradecene, pentadecane, 1,7-hexadecadiene, 1,7,10-hexadecatriene,

heptadecane, 8-heptadecene이 2.5 kGy 이상 조사된 돈육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비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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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조사 후 검출된 화합물은 직선상은 아니지만 15 kGy까지 선량에

따라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17.5 kGy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다가 20 kGy에서

다시 증가하여 고선량에서 불규칙적임을 확인하였다. Cn-1 hydrocarbon류가 Cn-2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생성되었지만, oleic acid는 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전자선 조사된 돈육과 일치함

을 확인하였다. Palmitic acid로부터 생성된 pentadecane과 1-tetradecene을 비교하였을 때

pentadecane이 높은 생성량을 나타내었고, stearic acid로부터 생성된 heptadecane과

1-hexadecene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e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lin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heptadecadiene과

1,7,10-hexadecatriene 역시 조사선량에 따라 비슷한 패턴으로 확인하였다. 질소치환 포장하

여 감마선 조사된 돈육은 질소치환한 전자선 조사 돈육보다 많은 함량을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질소치환된 전자선 조사 돈육과 동일한 선량에서 감소함은 아니였지만, 질소치환된

감마선 조사 돈육도 고선량으로 갈수록 불규칙적인 양상을 보였다.

진공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돈육에서도 Cn-1 hydrocarbon류가 Cn-2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생성되었지만, oleic acid는 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 보

다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질소치환 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샘플에서와 비슷

한 패턴을 보였다. Lin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heptadecadiene과 1,7,10-hexadecatriene

은 직선상은 아니지만 선량이 증가할수록 hydrocarbon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다른 유도 화합물들은 15 kGy까지 선량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증가하다

가 17.5 kGy에서 감소하였으며, 다시 20 kGy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hexadecadiene과 8-heptadecene은 질소치환 포장된 샘플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량의 지방산 조성에 기인한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은 감마선 조사된 돈육을 검출하는데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감마선 조사된 돈육에서는 포장방법에 따른 hydrocarbon류 생성량을 비교할

때 진공포장 실험군에서 약간 더 높은 수치를 확인하였으며, 진공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돈육의 1,7-heptadecadiene과 1,7,10-hexadecatriene을 제외한 다른 hydrocarbon류는 15 kGy

까지 증가하다가 17.5 kGy에서 감소하였으며, 다시 20 kGy에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특

히, 돈육의 지방산 조성과 분해 경로를 토대로 하여 다량 생성된 주요 hydrocarbon류인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은 포장방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다량 검출되어 감마선 조

사된 돈육을 검출하는데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된 쇠고기에서 생성된 hydrocarbon류

쇠고기에는 다량의 oleic acid를 비롯하여 palmitic acid, stearic acid, linole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다. 쇠고기에 함유된 지방산에서 유도된 hydrocarbon류가 모든 실험군에서 검

출되었으며, Fig. 2-48, 49는 비조사된 시료와 20 kGy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에서 생성된

hydrocarbon류의 chromatogram을, Fig. 2-50, 51은 비조사된 시료와 20 kGy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에서 생성된 hydrocarbon류의 chromatogram을, 그리고 Table 2-80, 81, 82, 83과

Fig. 2-50 ～ 53에는 조사선량에 따른 생성량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질소치환 포장하여 전

자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는 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보다 더 높은 함량으

로 생성되었지만, 진공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는 oleic acid와 palmitic aci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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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질소치환 포

장된 실험군과 차이가 있었다. 질소치환 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는 질소치환하

여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에서와 달리, Cn-1 hydrocarbon류가 Cn-2 hydrocarbon류보다 더 높

은 함량으로 생성되었고, oleic acid에서만 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진공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

었다. 검출된 화합물은 직선상은 아니지만 10 kGy까지 선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고선량으로 갈수록 패턴이 불규칙적임을 확인하였다. 진공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

고기에서는 15 kGy까지는 직선상은 아니지만 선량이 증가할수록 hydrocarbon류가 점차적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질소치환 포

장된 샘플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우육의 지방산 조성

과 분해 경로를 토대로 하여 다량 생성된 주요 hydrocarbon류인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은 포장방법의 차이에 관계없이 다량 검출되어 방사선 조사된 우육을 검

출하는데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

질소치환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는 1-hexadecene, 6,9-heptadecadiene, 1,7,10-

hexadecatriene, 1-tetradecene, pentadecane, 1,7-hexadecadiene, 1,7,10-hexadecatriene,

heptadecane, 8-heptadecene이 2.5 kGy 이상 조사된 샘플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비조사

시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Palmitic acid로부터 생성된 pentadecane과 1-tetradecene을

비교하였을 때, 고선량에서 1-tetradecene이 높은 생성량을 나타내었고, 이는 방사선 조사된

돼지고기의 결과와 상이하였다. Stearic acid로부터 생성된 heptadecane과 1-hexadecene은

10 kGy까지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증가하다가 고선량에서는 불규칙적인 변화를 확인

하였다.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e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Lin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heptadecadiene과 1,7,10-hexadecatriene을 비교하였을 때,

1,7-heptadecadiene이 더 높은 생성량을 확인하였다. Palmitic acid와 oleic acid에서 유도된

hydrocarbon류는 12.5kGy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함을 보였으며,

stearic acid와 linoleic acid에서 유도된 hydrocarbon류는 10 kGy까지는 선량에 따라 증가

함을 보이다가 12.5 kGy에서 감소하였으며, 다시 15 kGy에서 최대값을 나타내다가 그 이

후로 감소함을 나타내어 불규칙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공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는 Cn-1 hydrocarbon류가 Cn-2 hydrocarbon류 보

다 더 높은 함량으로 생성되었지만, oleic acid와 palmitic acid는 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선원은 다르지만 이 등이 보고한 10 kGy까

지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 연구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Linoleic acid로부터 유

도된 6,9-heptadecadiene과 1,7,10-hexadecatriene은 다른 hydrocarbon류에 비해 낮은 함량

으로 확인되었으며, 1,7,10-hexadecatriene는 현저하게 적은 양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쇠고기

에 linoleic acid 함량이 낮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이는 질소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도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진공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hydrocarbon류는 직선상은 아니지만 15 kGy까지 선량이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hydrocarbon류는 증가하였으며, 그 이후 선량에서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성량은 점차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특히,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hexadecadiene과 8-heptadecen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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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치환 포장된 실험군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량의 생

성량을 보여 전자선 조사된 우육의 지표물질로 활용가능함을 시사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

질소치환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도 1-Hexadecene, 6,9-heptadecadiene, 1,7,10-

hexadecatriene, 1-tetradecene, pentadecane, 1,7-hexadecadiene, 1,7,10-hexadecatriene,

heptadecane, 8-heptadecene이 2.5 kGy 이상 조사된 쇠고기에서 모두 검출되었으며 비조사

시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 후 검출된 화합물은 직선상은 아니지만 10 kGy

까지 선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선량으로 갈수록 패턴이 불규칙적임을 확

인하였고 특히, 12.5 kGy에서 급격히 감소함을 보여 다른 샘플과 차이가 있었다. Cn-1

hydrocarbon류가 Cn-2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생성되었지만, oleic acid는

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이는 전자선

조사된 돼지고기와 일치하였다. Stearic acid로부터 생성된 heptadecane과 1-hexadecene은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8-heptadecene과 1,7-hexadecadiene이 다량

검출되었으며, Lin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heptadecadiene과 1,7,10-hexadecatriene 역시

조사선량에 따라 비슷한 패턴으로 확인하였다. 질소치환 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는

질소치환한 전자선 조사 쇠고기보다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질소치환된 전자선 조사

쇠고기는 10 kGy에서 불규칙적임을 확인하였고, 특히 stearic acid류와 linoleic acid에서 유

도된 hydrocarbon류의 패턴이 12.5 kGy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질소치환된 전자선 조사 쇠

고기와 비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공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에서도 Cn-1 hydrocarbon류가 Cn-2 hydrocarbon류 보

다 더 높은 함량으로 생성되었지만, oleic acid는 Cn-2 hydrocarbon류가 Cn-1 hydrocarbon류

보다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질소치환 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와 비슷

하였다. 또한, 15 kGy까지는 직선상은 아니지만 선량이 증가할수록 hydrocarbon류가 점차

적으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로 점차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진공포장하여 전자선

조사된 쇠고기와 비슷한 패턴임을 확인하였다.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1,7-hexadecadiene

과 8-heptadecene은 진공포장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에서 가장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으

며, 질소치환 포장된 샘플보다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감마

선 조사된 우육의 지시물질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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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9. Chromatograms of hydrocarbons from unirradiated and 20 kGy electron

beam-irradiated ground pork (nitrogen packages).

Fig. 2-40. Chromatograms of hydrocarbons from unirradiated and 20 kGy electron

beam-irradiated ground pork (vacuum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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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1. Chromatograms of hydrocarbons from unirradiated and 20 kGy gamma-irradiated

ground pork (nitrogen packages).

Fig. 2-42. Chromatograms of hydrocarbons from unirradiated and 20 kGy gamma-irradiated

ground pork (vacuum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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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6.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electron beam-irradiated

ground pork (nitrogen packages)

(μg/g fat)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0 - - - - - - - -

2.5
0.298

±0.0151)

0.291

±0.012

0.216

±0.010

0.144

±0.029

0.670

±0.049

0.930

±0.042

0.254

±0.014

0.377

±0.022

5
0.444

±0.010

0.344

±0.017

0.226

±0.004

0.214

±0.009

0.723

±0.035

1.307

±0.011

0.441

±0.010

0.452

±0.026

7.5
0.626

±0.007

0.592

±0.017

0.383

±0.021

0.349

±0.019

1.517

±0.065

1.940

±0.083

0.654

±0.022

0.784

±0.018

10
0.803

±0.044

0.721

±0.031

0.493

±0.013

0.374

±0.010

1.735

±0.091

2.950

±0.051

0.846

±0.037

0.836

±0.042

12.5
1.108

±0.037

0.930

±0.051

0.623

±0.029

0.496

±0.017

2.593

±0.034

3.906

±0.103

1.156

±0.024

0.961

±0.049

15
1.522

±0.041

1.307

±0.044

0.820

±0.027

0.801

±0.055

3.465

±0.117

4.974

±0.148

1.420

±0.046

1.217

±0.030

17.5
2.046

±0.055

1.928

±0.055

1.099

±0.046

0.902

±0.039

4.989

±0.196

7.104

±0.401

2.069

±0.068

1.679

±0.033

20
1.894

±0.067

1.411

±0.042

0.892

±0.054

0.859

±0.054

3.925

±0.143

6.552

±0.188

1.749

±0.049

1.933

±0.062

1)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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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7.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electron beam-irradiated

ground pork (vacuum packages)

(μg/g fat)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0 - - - - - - - -

2.5
0.170

±0.0081)

0.218

±0.002

0.228

±0.013

0.141

±0.004

0.738

±0.057

0.937

±0.038

0.281

±0.044

0.363

±0.018

5
0.386

±0.017

0.362

±0.028

0.278

±0.009

0.180

±0.007

0.927

±0.036

1.392

±0.049

0.375

±0.012

0.541

±0.029

7.5
0.510

±0.034

0.547

±0.026

0.300

±0.011

0.419

±0.012

1.237

±0.049

2.424

±0.079

0.651

±0.015

0.770

±0.025

10
0.941

±0.018

0.906

±0.028

0.502

±0.019

0.576

±0.016

2.290

±0.042

3.195

±0.092

1.272

±0.023

1.363

±0.075

12.5
1.200

±0.039

1.443

±0.051

0.722

±0.024

0.778

±0.028

2.528

±0.036

4.776

±0.148

1.412

±0.068

1.852

±0.029

15
1.796

±0.057

1.802

±0.058

0.866

±0.058

0.786

±0.053

3.695

±0.107

5.664

±0.172

2.162

±0.075

2.171

±0.061

17.5
3.641

±0.117

3.575

±0.135

1.377

±0.058

1.344

±0.088

5.697

±0.140

10.365

±0.487

2.257

±0.078

2.632

±0.085

20
1.964

±0.073

1.703

±0.053

1.267

±0.050

1.027

±0.008

5.475

±0.030

7.863

±0.051

1.764

±0.011

1.757

±0.039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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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8.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gamma-irradiated ground

pork (nitrogen packages)

(μg/g fat)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0 - - - - - - - -

2.5
0.483

±0.0171)

0.320

±0.006

0.198

±0.008

0.177

±0.008

1.088

±0.046

1.481

±0.066

0.548

±0.012

0.524

±0.019

5
0.572

±0.018

0.433

±0.015

0.309

±0.012

0.252

±0.003

1.433

±0.032

1.849

±0.048

0.611

±0.015

0.533

±0.011

7.5
0.649

±0.017

0.512

±0.009

0.321

±0.007

0.285

±0.012

1.451

±0.057

1.926

±0.067

0.913

±0.031

0.597

±0.011

10
2.987

±0.055

1.032

±0.043

1.091

±0.047

0.828

±0.034

4.988

±0.141

7.946

±0.317

2.290

±0.075

1.897

±0.047

12.5
3.068

±0.127

2.059

±0.072

1.484

±0.035

1.487

±0.056

7.897

±0.157

10.350

±0.351

2.847

±0.091

2.804

±0.097

15
3.803

±0.204

2.455

±0.053

2.134

±0.037

1.863

±0.043

10.575

±0.236

13.360

±0.398

3.323

±0.113

3.098

±0.045

17.5
2.964

±0.097

2.354

±0.096

1.484

±0.051

1.368

±0.068

8.384

±0.247

10.969

±0.383

2.820

±0.083

2.499

±0.096

20
3.908

±0.147

4.182

±0.195

2.257

±0.075

2.205

±0.098

11.674

±0.412

17.186

±0.627

5.353

±0.292

4.323

±0.283

1)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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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9.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gamma-irradiated ground

pork (vacuum packages)

(μg/g fat)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0 - - - - - - - -

2.5
0.650

±0.0151)

0.344

±0.009

0.454

±0.019

0.368

±0.016

0.768

±0.034

1.075

±0.039

0.518

±0.013

0.604

±0.017

5
1.101

±0.049

0.735

±0.014

0.481

±0.027

0.396

±0.031

1.107

±0.023

1.807

±0.086

0.669

±0.052

0.763

±0.034

7.5
1.122

±0.021

1.111

±0.043

0.547

±0.016

0.424

±0.025

2.569

±0.071

4.064

±0.198

0.908

±0.028

0.965

±0.011

10
1.360

±0.049

1.175

±0.026

0.719

±0.028

0.517

±0.012

3.046

±0.081

4.678

±0.133

1.596

±0.041

1.414

±0.062

12.5
3.431

±0.054

3.504

±0.165

1.091

±0.037

0.993

±0.011

4.722

±0.148

8.575

±0.263

2.540

±0.076

2.790

±0.090

15
5.010

±0.203

5.342

±0.146

1.920

±0.037

1.803

±0.064

9.198

±0.292

15.436

±0.601

3.409

±0.193

3.011

±0.094

17.5
5.035

±0.126

5.049

±0.014

1.649

±0.047

1.603

±0.043

7.987

±0.236

13.147

±0.469

3.950

±0.137

3.783

±0.057

20
6.231

±0.174

5.912

±0.153

2.479

±0.033

2.098

±0.048

11.790

±0.313

20.043

±0.782

4.166

±0.131

3.860

±0.194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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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mitic acid

Irradiation dose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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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3.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on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pork (nitrogen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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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4.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on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pork (vacuum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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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5. Effects of gamma-ray irradiation dose on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pork (nitrogen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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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6. Effects of gamma-ray irradiation dose on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pork (vacuum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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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7. Hydrocarbons 17:1 and 16:2 detected in ground pork. PEN: electron beam-irradiated

pork with nitrogen package; PEV: electron beam-irradiated pork with vacuum package;

PGN: gamma-irradiated pork with nitrogen package; PGV: electron beam-irradiated

pork with vacuum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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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8. Chromatograms of hydrocarbons from unirradiated and 20 kGy electron

beam-irradiated ground beef (nitrogen packages).

Fig. 2-49. Chromatograms of hydrocarbons from unirradiated and 20 kGy electron

beam-irradiated ground beef (vacuum packages).



- 386 -

Fig. 2-50. Chromatograms of hydrocarbons from unirradiated and 20 kGy gamma-irradiated

ground beef (nitrogen packages).

Fig. 2-51. Chromatograms of hydrocarbons from unirradiated and 20 kGy gamma-irradiated

ground beef (vacuum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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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0.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electron beam-irradiated

ground beef (nitrogen packages)

(μg/g fat)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0 - - - - - - - -

2.5
0.727

±0.0191)

0.452

±0.026

0.839

±0.028

0.376

±0.022

0.774

±0.036

1.072

±0.045

0.272

±0.013

0.035

±0.001

5
1.567

±0.052

1.420

±0.051

1.071

±0.041

0.449

±0.018

1.961

±0.064

3.043

±0.097

0.287

±0.010

0.053

±0.002

7.5
1.578

±0.051

1.584

±0.048

1.219

±0.025

0.561

±0.023

2.100

±0.056

3.120

±0.102

0.459

±0.016

0.061

±0.002

10
1.592

±0.027

1.962

±0.063

1.721

±0.036

0.753

±0.033

2.222

±0.049

4.340

±0.141

0.747

±0.018

0.080

±0.001

12.5
2.205

±0.073

2.865

±0.047

1.620

±0.031

0.968

±0.035

4.905

±0.155

7.658

±0.315

0.638

±0.024

0.093

±0.001

15
2.169

±0.054

2.696

±0.068

2.083

±0.073

1.249

±0.047

4.947

±0.171

7.058

±0.241

1.180

±0.038

0.179

±0.008

17.5
1.973

±0.068

2.341

±0.085

1.798

±0.047

0.835

±0.034

3.699

±0.184

6.184

±0.195

0.774

±0.031

0.121

±0.003

20
1.842

±0.056

2.083

±0.043

1.865

±0.058

1.540

±0.052

4.831

±0.155

6.390

±0.213

0.681

±0.027

0.170

±0.007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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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1.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electron beam-irradiated

ground beef (vacuum packages)

(μg/g fat)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0 - - - - - - - -

2.5
0.134

±0.0031)

0.395

±0.016

0.776

±0.034

0.255

±0.005

0.799

±0.032

1.164

±0.041

0.092

±0.004

0.055

±0.001

5
0.288

±0.010

0.677

±0.025

0.872

±0.028

0.435

±0.016

1.226

±0.045

1.723

±0.057

0.111

±0.003

0.080

±0.001

7.5
0.719

±0.027

1.273

±0.046

0.905

±0.026

0.589

±0.021

1.971

±0.064

3.117

±0.103

0.140

±0.003

0.102

±0.004

10
1.179

±0.036

1.822

±0.057

1.822

±0.067

0.806

±0.028

2.601

±0.076

4.156

±0.152

0.315

±0.011

0.109

±0.002

12.5
1.231

±0.043

2.081

±0.069

1.923

±0.061

1.160

±0.040

3.882

±0.109

4.794

±0.165

0.334

±0.015

0.189

±0.003

15
1.949

±0.061

3.591

±0.112

3.141

±0.102

1.918

±0.069

6.682

±0.206

8.747

±0.278

0.773

±0.028

0.338

±0.006

17.5
1.580

±0.049

3.091

±0.086

2.228

±0.070

1.440

±0.037

5.814

±0.162

7.585

±0.245

0.702

±0.019

0.283

±0.003

20
1.533

±0.052

2.234

±0.074

2.099

±0.059

1.216

±0.042

4.233

±0.097

5.223

±0.148

0.597

±0.014

0.237

±0.005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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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2.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gamma-irradiated ground beef

(nitrogen packages)

(μg/g fat)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0 - - - - - - - -

2.5
1.380

±0.0561)

0.624

±0.009

1.391

±0.051

0.680

±0.031

1.770

±0.058

3.885

±0.103

0.422

±0.020

0.045

±0.001

5
1.384

±0.040

1.871

±0.062

1.514

±0.056

0.857

±0.025

3.247

±0.102

4.218

±0.114

0.439

±0.018

0.046

±0.001

7.5
2.129

±0.069

2.417

±0.076

1.843

±0.060

1.208

±0.044

4.717

±0.151

6.138

±0.193

0.852

±0.029

0.139

±0.005

10
4.046

±0.132

4.376

±0.135

2.791

±0.090

2.106

±0.070

8.486

±0.267

10.200

±0.322

0.858

±0.031

0.114

±0.001

12.5
1.419

±0.044

1.798

±0.065

1.254

±0.045

0.658

±0.027

2.759

±0.092

4.197

±0.134

0.623

±0.024

0.160

±0.003

15
7.358

±0.241

7.362

±0.232

5.577

±0.169

4.139

±0.131

15.850

±0.472

21.272

±0.640

1.611

±0.056

0.347

±0.007

17.5
5.610

±0.132

5.634

±0.174

4.107

±0.131

2.881

±0.098

12.092

±0.374

14.848

±0.450

1.505

±0.051

0.335

±0.011

20
5.272

±0.167

5.086

±0.155

3.983

±0.124

2.731

±0.086

11.104

±0.343

14.300

±0.447

1.189

±0.040

0.314

±0.010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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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3.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from gamma-irradiated ground beef

(vacuum packages)

(μg/g fat)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ic acid

C15:0 C14:1 C17:0 C16:1 C17:1 C16:2 C17:2 C16:3

0 - - - - - - - -

2.5
0.468

±0.0111)

0.521

±0.014

0.966

±0.018

0.340

±0.012

0.888

±0.034

1.205

±0.043

0.196

±0.003

0.017

±0.001

5
0.788

±0.033

1.268

±0.042

1.371

±0.047

0.689

±0.030

2.140

±0.068

2.452

±0.074

0.284

±0.011

0.056

±0.005

7.5
0.869

±0.032

2.258

±0.073

1.658

±0.062

1.107

±0.044

3.961

±0.109

5.757

±0.178

0.357

±0.015

0.113

±0.007

10
1.961

±0.066

2.422

±0.071

1.935

±0.064

1.315

±0.047

4.489

±0.122

6.016

±0.145

0.498

±0.026

0.160

±0.004

12.5
3.096

±0.101

3.606

±0.113

2.312

±0.075

1.541

±0.055

6.922

±0.214

9.718

±0.302

0.795

±0.031

0.207

±0.008

15
6.943

±0.217

7.132

±0.242

3.683

±0.125

2.701

±0.089

11.930

±0.349

19.478

±0.564

1.600

±0.053

0.249

±0.012

17.5
4.350

±0.154

4.989

±0.177

3.375

±0.108

2.144

±0.078

11.593

±0.355

16.732

±0.506

1.240

±0.021

0.234

±0.009

20
4.698

±0.154

4.374

±0.133

2.859

±0.091

1.862

±0.056

9.006

±0.342

12.527

±0.388

1.533

±0.049

0.180

±0.002

1)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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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2.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on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beef (nitrogen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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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3.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dose on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beef (vacuum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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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4. Effects of gamma-ray irradiation dose on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beef (nitrogen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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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5. Effects of gamma-ray irradiation dose on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round

beef (vacuum pack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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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6. Hydrocarbons 17:1 and 16:2 detected in ground beef. BEN: electron beam-irradiated

beef with nitrogen package; BEV: electron beam-irradiated beef with vacuum package;

BGN: gamma-irradiated beef with nitrogen package; BGV: electron beam-irradiated

beef with vacuum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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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된 향신료의 휘발성 화합물 비교

휘발성 유기성분 분석을 위하여 GC/MS(Shimadzu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er QP-5000) 분석 기기의 최적 조건과 명확하고 깔끔한 mass spectrum의 data

를 얻기 위해 온도 프로그램과 유속을 바꿔가며 실험한 결과 Table 2-84와 같은 최적 분석

조건을 확립하였다.

Table 2-84. GC/MS conditions for identificati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GC/MS

Column

Carrier gas

Temp. program

Injector

Temperature

Ionization

Ionization voltage

Mass range (m/z)

Injection volume

Shimadzu GC/MS QP-5000

DB-WAX (J&W, 60 m × 0.25 mm i.d., 0.25 ㎛ film thickness)

Helium (1.0 mL/min)

40℃(3 min) - 2℃/min - 150℃ - 3℃/min - 220℃(20 min)

250℃, split ratio 1:20

ion source and interface 230℃

electron impact ionization (EI)

70 eV

41～450

1 μL

감마선 조사

시료의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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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5, 7, 10 및 3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전자선 조사

전자선 조사는 ELV4-electron accelerator(Energy 2.5 MeV, Beam power 40 kW)를 이용

하여 감마선 조사와 동일한 흡수선량을 갖도록 조사하였다. 이 때 에너지는 2.5 MeV,

beam current는 각각 1.9, 3.2, 4.5 및 6.4 mA이었다.

고춧가루

조사하지 않은 고춧가루를 control로 하고, 감마선 1, 3, 5, 7, 10 및 30 kGy로 조사한 것

과 전자선 1, 3, 5, 7, 10 및 30 kGy로 조사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여 SDE방법으로 휘발성

유기성분을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57과 같고, 동정한

성분과 이들의 상대적 농도는 Table 2-85, 86에, 관능기별 함량비교는 Table 2-87, 88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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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에서 확인된 휘발성 유기성분은 총 38 종으로 acid류 1종(0.63%), alcohol류 6종

(31.46%), aldehyde류 11종(35.79%), ester류 5종(21.19%), furan류 1종(0.55%), hydrocarbon

류 7종(4.66%), ketone류 4종(4.53%) 및 N-containing 화합물 3종(1.19%)이었으며 유기성분

총량은 118.984 mg/kg이었다.

주요 휘발성 유기성분으로는 1-tridecanol이 33.550 mg/kg으로 가장 많은 함량을 차지하

였고 aldehyde류 중 (E,E)-2,4-decadienal, (Z)-9,17-octadecadienal 등이 확인되었으며 ethyl

acetate, β-ionone 등도 동정되었다.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1, 3, 5, 7, 10 및 3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에서는 각각 39종의 화합물

이 확인되었으며, 휘발성 유기성분 조성은 대조군과 비슷하였다. 1, 3, 5, 7, 10 및 30 kGy

로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총량은 각각 126.343 mg/kg, 162.411 mg/kg, 185.333

mg/kg, 147.510 mg/kg, 223.585 mg/kg 및 127.965 mg/kg 이었으며 특히, 10 kGy로 감마

선 조사된 고춧가루에서 대조군보다 약 1.9배 정도의 최대 함량이 확인되었다.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주요 관능그룹은 aldehyde류, alcohol류 및 ester류로 확인되었

으며 이는 대조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Alcohol류와 ester류는 10 kGy로 조사된 샘플

에서 각각 40.72%, 22.05%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으며, aldehyde류는 5 kGy에서 최대 함량

을 나타내었다. 또한, Acid류, furan류, hydrocarbon류 및 N-containing 화합물은 고선량인

30 kGy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Table 2-나-3-13).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주요 휘발성

유기성분은 1-tridecanol, (Z)-9,17-octadecadienal, methyl palmitate, methyl linolate,

(E,Z)-2,4-decadienal, (E,E)-2,4- decadienal, furfural 등이었으며 이러한 주요 화합물의 변화

는 선량별로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관능기별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감마선 조사 후 휘발성 유기성분의 총 함량은 조사되지 않은 시료에 비하여 더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주요 화합물의 조성은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3-bis[1,1-dimethyl- ethyl]-benzene은 대조군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

루에서만 확인되었으며 조사선량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여 30 kGy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

다.

전자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1, 3, 5, 7, 10 및 30 kGy의 선량으로 전자선 조사된 고춧가루에서는 각각 39종의 화합물

이 확인되었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휘발성 유기성분 조성은 비슷하였다. 1, 3, 5, 7, 10 및

30 kGy로 전자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총량은 각각 140.292 mg/kg, 189.285 mg/kg, 295.575

mg/kg, 168.711 mg/kg, 297.183 mg/kg 및 184.660 mg/kg 이었으며 특히, 5 kGy와 10

kGy로 전자선 조사된 고춧가루에서 다른 시료보다 많은 함량이 확인되었다(Table 2-나

-3-12). 또한 30 kGy로 고선량 조사된 샘플에서의 휘발성 유기성분 총량은 대조군과 비교

하여 1.55배 가량 높게 검출되어 고선량 조사에 의한 휘발성 유기성분의 대량 손실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전자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주요 관능그룹은 aldehyde 류, alcohol류 및

ester류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대조군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Table 2-나-3-14). 주요 휘발성

유기성분은 1-tridecanol, (Z)-9,17-octadecadienal, methyl palmitate, methyl linolate,

(E,Z)-2,4-decadienal, (E,E)-2,4-decadienal, furfural 등이었으며 이러한 주요 화합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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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량별로 전자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관능기별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전자선 조사 후 휘발성 유기성분의 총 함량은 조사되지 않은 시료에 비하여 더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주요 화합물의 조성은 변함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전자선 조사된 시료에서만 검출된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은 조사선량

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30 kGy의 고선량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의 선원별 비교

대조군과 비교하여 방사선(감마선, 전자선) 조사된 고춧가루에서는 총 함량이 증가하였으

며 총량의 최대값은 297.193 mg/kg로 10 kGy로 전자선 조사된 고춧가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은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된 샘플에서 거의 유사하여 조사

선원에 따른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각 화합물의 정량은 조사

선량에 따라 비교 가능하였다. 특히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은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된 샘플에서만 확인되는 특이 화합물로 이는 조사선량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여 30

kGy에서 최대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조군과 확실히 구별이 가능하였으며 방사선 지시물

질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2-57. GC/MS chromatogram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non-irradiated, gamma

irradiated and electron beam-irradiated red pepper powder at 30 kGy.



- 398 -

Table 2-85.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non- and gamma irradiated red pepper

powder at dose of 1, 3, 5, 7, 10 and 30 kGy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1 852 Ethyl acetate 9.004 3.559 3.379 2.146 2.808 2.906 3.121

2 871 2-Methylbutanal 1.424 0.731 0.726 0.655 1.380 1.104 1.607

3 874 3-Methylbutanal 3.271 2.130 1.988 1.824 3.406 2.116 3.747

4 891 Ethanol 2.309 1.009 0.420 2.954 0.864 0.537 1.283

5 949 2,3-Butanedione 0.536 0.652 0.718 0.590 1.459 0.777 1.349

6 957 Pentanal 0.322 0.321 0.257 0.337 0.399 0.182 0.417

7 964 2-Methylpentanal 0.405 0.251 0.237 0.345 0.364 0.226 0.226

8 1007 2-Methylnonane 0.432 0.426 0.234 0.383 0.201 0.249 0.204

9 1014 3-Methylnonane 1.832 0.948 1.277 1.374 1.320 1.217 1.401

10 1038 3,7-Dimethylnonane 1.565 1.109 1.304 1.521 1.186 1.493 1.465

11 1082 Hexanal 2.008 1.846 1.607 1.859 2.457 1.143 3.227

12 1137 1-Methylpyrrole 0.398 0.188 0.381 0.329 0.539 0.620 0.892

13 1187 Pyridine 0.526 0.501 0.467 0.564 1.261 0.870 1.323

14 1213 3-Methylbutanol 0.203 0.192 0.109 0.068 0.104 0.349 0.076

15 1232 2-Pentylfuran 0.651 0.602 0.841 0.795 0.774 0.762 0.769

I.S2) 1313 Butylbenzene - - - - - - -

16 1320 4-Methylpentanol 0.331 0.338 0.320 0.369 0.392 0.312 0.547

17 1327 (E)-2-Heptenal 0.228 0.162 0.176 0.331 0.257 0.102 0.244

18 1360 Hexanol 0.420 0.453 0.423 0.460 0.418 0.309 0.838

19 1362 2-Methyl tridecane 0.753 0.705 0.778 0.857 0.605 0.593 0.673

20 1392 2-Methyl tetradecane 0.231 0.139 0.135 0.152 0.212 0.090 0.155

21 1430 1,3-bis[1,1-dimethylethyl]-benzene - 0.047 0.293 0.586 0.784 0.882 2.205

22 1434 2,3-Dimethylhexene 0.430 0.376 0.455 0.522 0.604 0.390 0.685

23 1449 Acetic acid 0.748 0.540 0.736 0.748 0.480 1.073 0.996

24 1462 Furfural 0.877 1.415 1.323 1.713 1.622 1.694 2.222

25 1485 2,3,5,6-Tetramethylpyrazine 0.491 0.494 0.412 0.453 0.425 0.595 0.813

1)Retention index, 2)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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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5.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26 1524 Benzaldehyde 1.610 1.919 1.162 1.962 1.755 1.878 2.034

27 1553 Linalool 0.620 0.648 0.804 0.871 0.723 1.329 1.051

28 1628 Pulegone 0.403 0.458 0.308 0.227 0.353 0.298 0.388

29 1652 1,2-Dimethoxybenzene 0.307 0.258 0.474 0.320 0.316 0.202 0.265

30 1773 (E,Z)-2,4-ecadienal 1.931 1.769 1.840 2.725 0.884 0.348 1.655

31 1819 (E,E)-2,4-Decadienal 11.870 9.463 9.896 11.092 7.664 1.053 8.378

32 1864 Geranyl acetone 1.857 0.939 1.269 1.697 1.007 1.881 1.278

33 1956 β-Ionone 2.596 1.951 2.186 2.583 1.681 2.362 2.387

34 2017 Methyl pentadecanoate 1.648 1.200 1.430 1.614 1.063 4.135 1.148

35 2038 1-Tridecanol 33.550 43.157 58.142 61.603 56.365 88.197 42.046

36 2070
13-Tetradecynoic acid

methylester
0.713 0.963 0.576 1.780 1.002 3.137 0.552

37 2196 Methyl palmitate 8.402 6.529 7.480 8.037 4.766 23.512 4.752

38 2337 (Z)-9,17-Octadecadienal 18.642 28.652 41.729 49.925 33.227 59.043 24.589

39 2475 Methyl linolenate 5.440 9.303 16.119 18.962 12.383 15.619 6.957

Total 118.984 126.343 162.411 185.333 147.510 223.585 127.965

1)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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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6.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non-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red

pepper powder at dose of 1, 3, 5, 7, 10 and 30 kGy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1 852 Ethyl acetate 9.004 4.261 3.578 3.302 3.929 5.615 2.592

2 871 2-Methylbutanal 1.424 1.355 1.259 1.412 1.598 1.913 1.137

3 874 3-Methylbutanal 3.271 3.000 2.939 2.804 3.198 3.827 2.316

4 891 Ethanol 2.309 1.569 0.705 0.539 2.732 2.835 0.863

5 949 2,3-Butanedione 0.536 1.163 1.031 1.653 1.120 1.628 0.800

6 957 Pentanal 0.322 0.338 0.324 0.225 0.397 0.212 0.286

7 964 2-Methylpentanal 0.405 0.316 0.336 0.298 0.398 0.393 0.302

8 1007 2-Methylnonane 0.432 0.419 0.472 0.374 0.398 0.572 0.273

9 1014 3-Methylnonane 1.832 1.356 1.430 1.218 1.602 2.037 1.120

10 1038 3,7-Dimethylnonane 1.565 1.393 1.529 1.574 1.734 1.974 1.535

11 1082 Hexanal 2.008 1.924 2.038 1.241 2.025 1.658 1.717

12 1137 1-Methylpyrrole 0.398 0.788 0.513 0.714 0.900 0.569 0.840

13 1187 Pyridine 0.526 0.975 0.277 1.228 0.506 0.687 0.717

14 1213 3-Methylbutanol 0.203 0.360 0.455 0.155 0.442 0.174 0.165

15 1232 2-Pentylfuran 0.651 1.224 0.924 0.676 1.033 0.761 0.960

I.S2) 1313 Butylbenzene - - - - - - -

16 1320 4-Methylpentanol 0.331 0.137 0.487 0.339 0.388 0.226 0.198

17 1327 (E)-2-Heptenal 0.228 0.243 0.557 0.220 0.322 0.137 0.092

18 1360 Hexanol 0.420 0.647 0.484 0.411 0.799 1.382 0.561

19 1362 2-Methyl tridecane 0.753 0.931 0.726 1.079 1.075 0.129 0.794

20 1392 2-Methyl tetradecane 0.231 0.200 0.182 0.387 0.202 0.364 0.109

21 1430
1,3-bis[1,1-dimethylethyl]-

benzene
- 0.112 0.362 0.836 0.944 1.644 1.866

22 1434 2,3-Dimethylhexene 0.430 0.641 0.549 0.434 0.482 0.482 0.414

23 1449 Acetic acid 0.748 0.940 0.302 1.432 1.734 2.192 1.627

24 1462 Furfural 0.877 2.212 1.921 1.800 3.196 2.853 1.874

25 1485 2,3,5,6-Tetramethylpyrazine 0.491 0.715 0.538 0.626 0.885 1.062 0.533

1)Retention index, 2)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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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6.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26 1524 Benzaldehyde 1.610 2.036 1.568 1.581 2.127 3.160 1.542

27 1553 Linalool 0.620 0.808 0.868 1.654 1.568 2.424 1.637

28 1628 Pulegone 0.403 0.464 0.758 0.437 0.228 0.219 0.276

29 1652 1,2-Dimethoxybenzene 0.307 0.458 0.502 0.311 0.319 0.252 0.441

30 1773 (E,Z)-2,4-ecadienal 1.931 1.448 8.136 0.251 1.231 0.098 0.218

31 1819 (E,E)-2,4-Decadienal 11.870 6.514 7.081 1.387 4.450 1.835 1.211

32 1864 Geranyl acetone 1.857 1.748 1.175 1.633 1.751 2.179 1.268

33 1956 β-Ionone 2.596 2.651 2.328 2.543 2.595 2.818 1.671

34 2017 Methyl pentadecanoate 1.648 3.183 2.062 5.442 3.881 7.022 4.079

35 2038 1-Tridecanol 33.550 39.967 52.714 117.435 49.071 100.673 58.853

36 2070
13-Tetradecynoic acid

methylester
0.713 1.062 1.111 3.839 1.203 2.032 1.025

37 2196 Methyl palmitate 8.402 19.901 14.617 30.047 22.786 35.151 26.386

38 2337 (Z)-9,17-Octadecadienal 18.642 25.958 53.632 82.492 36.957 83.630 49.706

39 2475 Methyl linolenate 5.440 6.875 18.815 21.546 8.505 20.364 12.656

Total 118.984 140.292 189.285 295.575 168.711 297.183 184.660

1)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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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7. Relative content of functional groups in ident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n

non- and gamma irradiated red pepper powder at 1, 3, 5, 7, 10 and 30 kGy

Functional Group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Acids 1 0.63 1 0.42 1 0.44 1 0.40 1 0.33 1 0.48 1 0.78

Alcohols 6 31.46 6 36.25 6 37.08 6 35.79 6 39.91 6 40.72 6 35.82

Aldehydes 11 35.79 11 38.51 11 37.52 11 39.26 11 36.21 11 30.81 11 37.78

Esters 5 21.19 5 17.06 5 17.85 5 17.56 5 14.93 5 22.05 5 12.92

Furans 1 0.55 1 0.48 1 0.52 1 0.43 1 0.52 1 0.34 1 0.60

Hydrocarbons 7 4.66 8 3.17 8 3.05 8 3.08 8 3.54 8 2.29 8 5.51

Ketones 4 4.53 4 3.17 4 2.76 4 2.75 4 3.05 4 2.38 4 4.22

N-containing

compounds
3 1.19 3 0.94 3 0.78 3 0.73 3 1.51 3 0.93 3 2.37

Total 38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Table 2-88. Relative content of functional groups in ident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n

non-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red pepper powder at 1, 3, 5, 7, 10 and 30 kGy

Functional Group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Acids 1 0.63 1 0.67 1 0.16 1 0.48 1 1.03 1 0.73 1 0.88

Alcohols 6 31.46 6 31.00 6 29.43 6 40.79 6 32.60 6 36.25 6 33.73

Aldehydes 11 35.79 11 32.32 11 42.15 11 31.70 11 33.14 11 33.55 11 32.71

Esters 5 21.19 5 25.15 5 21.23 5 21.71 5 23.89 5 23.62 5 25.31

Furans 1 0.55 1 0.87 1 0.49 1 0.23 1 0.61 1 0.26 1 0.52

Hydrocarbons 7 4.66 8 3.93 8 3.04 8 2.10 8 4.00 8 2.51 8 3.55

Ketones 4 4.53 4 4.29 4 2.80 4 2.12 4 3.37 4 2.30 4 2.17

N-containing

compounds
3 1.19 3 1.77 3 0.70 3 0.87 3 1.36 3 0.78 3 1.13

Total 38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39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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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조사하지 않은 건조 대파를 control로 하고, 감마선 1, 3, 5, 7, 10 그리고 30 kGy로 조사

한 것과 전자선 1, 3, 5, 7, 10 그리고 30 kGy로 조사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여 SDE방법으

로 휘발성 유기성분을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58와 같

고, 동정한 성분과 이들의 상대적 농도는 Table 2-89, 90에, 관능기별 함량비교는 Table

2-91, 92에 나타내었다.

Control로 사용된 방사선 조사하지 않은 건대파에서 총 45종의 휘발성 유기성분이 분리

동정 되었으며, 관능기별로 분류한 결과 S-containing compound류 20종, aldehyde류 8종,

alcohol류 5종, ketone류 4종, furan류 3종, ester류 2종, hydrocarbon류 2종 그리고 acid류

1종이 동정되었으며, 이들의 총 peak area는 S-containing compound류 53.98%, aldehyde류

21.12%, ketone류 15.31%, alcohol류 4.20%, ester류 2.90%, furan류 1.17%, hydrocarbon류

1.07% 그리고 acid류 0.25%로 황함유화합물이 대파의 휘발성 유기성분에 크게 기여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휘발성 유기 성분으로는 2-methyl-2-pentenal(15.22%), 2-tridecanone(10.40%),

propanethiol(9.69%), 3,5-diethyl-1,2,4-trithiolane(5.53%), dipropyl trisulfide(5.40%),

2-propen- thiol(4.48%)등이었다. 건대파의 자극적인 향기의 특성을 내는 sulfide류는 총 12

종으로 monosulfide는 propylene sulfide 1종, disulfide는 (E)-propenyl propyl disulfide,

(Z)-propenyl propyl disulfide 그리고 propyl butyl disulfide 등 7종, trisulfide는

(Z)-propenyl propyl trisulfide, (E)-propenyl propyl trisulfide 그리고 Methyl propyl

trisulfide등로 각각 전체 함량의 3.04%, 10.85%, 16.63%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나-3-15, 16, 17, 18).

감마선 조사된 대파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1, 3, 5, 7, 10 그리고 3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여 SDE방법

으로 휘발성 유기성분을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58와

같고, 동정한 성분과 이들의 상대적 농도는 Table 2-나-3-15에, 관능기별 함량비교는 Table

2-89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1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5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되었으며, 관능

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9.83%, ketone류 20.72%, aldehyde류 10.17%,

alcohol류 5.03%, ester류 2.72%, furan류 0.66%, hydrocarbon류 0.66% 그리고 acid류 0.09%

로 각각 20종, 8종, 4종, 5종, 2종, 3종, 2종 그리고 1종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휘발성 유

기 성분으로는 2-tridecanone(12.84%), propanethiol(11.01%), dipropyl trisulfide(10.15%),

2-methyl- 2-pentenal(7.00%), 3,5-diethyl-1,2,4- trithiolane(6.64%), (E)-propenyl propyl

disulfide(4.42%) 그리고 2-propenthiol(4.38%), 등이 확인 되었으며, 비조사군과 주요 화합물

의 구성은 유사하였으나, 2-methyl-2-propenal은 감소하였고, dipropyl trisulfide는 증가하였

다. 또한 hydrocarbon류인 1,3-bis[1,1-dimethyl- ethyl]-benzene이 확인되었다. 감마선 3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6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 되었으며, 관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8.41%, ketone류 19.71%, aldehyde류 11.70%, alcohol류 3.39%,

ester류 4.94%, furan류 0.81%, hydrocarbon류 0.92% 그리고 acid류 0.12%로 각각 20종, 4

종, 8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고 1종이 확인되었다. 3 kGy의 주요 화합물의 구성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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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와 유사하나 2-propenthiol, propylene sulfide의 비율은 증가하고, dipropyl trisulfide

의 비율은 감소하였으며, 1 kGy에서 확인된 hydrocarbon류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의 양이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감마선 5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7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 되었으며, 관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6.08%, ketone류 18.60%, aldehyde류 14.59%, alcohol류 5.29%, ester류

3.52%, furan류 0.83%, hydrocarbon류 0.95% 그리고 acid류 0.13%로 각각 20종, 5종, 8종, 5

종, 2종, 3종, 3종 그리고 1종이 확인 되었다. 5 kGy에서는 ketone류인

3-methyl-3-buten-2-one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감마선 7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7종

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 되었으며, 관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9.20%,

ketone류 16.77%, aldehyde류 14.67%, alcohol류 3.35%, ester류 3.93%, furan류 1.08%,

hydrocarbon류 0.92% 그리고 acid류 0.08%로 각각 20종, 5종, 8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

고 1종이 확인 되었다. 7 kGy의 특징적인 화합물로는 2-propenthiol, propylenesulfide의 비

율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비조사군과 비교 할 때 약 3배 정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감마선 10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7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 되었으며, 관

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6.27%, ketone류 17.75%, aldehyde류 15.00%,

alcohol류 5.06%, ester류 3.45%, furan류 1.15%, hydrocarbon류 1.10% 그리고 acid류

0.22%로 각각 20종, 5종, 8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고 1종이 확인 되었다. 10 kGy의 특

징적인 화합물로는 7 kGy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2-propenthiol, propylenesulfide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마선 30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48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

물이 동정되었으며, 관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3.99%, aldehyde류 17.29%,

ketone류 17.28%, alcohol류 4.45%, ester류 3.22%, furan류 1.36%, hydrocarbon류 2.07%

그리고 acid류 0.33%로 각각 22종, 8종, 5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고 1종이 확인 되었다.

30 kGy에서는 allylsulfide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대파의 주요 향기 성분인 2-propenthiol,

propylene sulfide 그리고 3,5-diethyl-1,2,4-trithiolane 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7

kGy에서 최대 함량을 보였으며, 7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Methyl-2-pentenal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다 10 kGy에서 최대 함량을 보였으며, 10

kGy이상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Vinyl acetate와 3-methyl-3- buten-2-one는 비조사

군에는 동정되지 않은 화합물로 각각 5 kGy, 3 kGy부터 정량되었으며, allylsulfide는 30

kGy에서만 동정되었다. 1,3-Bis[1,1-dimethyl-ethyl]-benzene는 조사 생성화합물로 선량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Dipropyl trisulfide, methyl propyl trisulfide는 1 kGy

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 확인되었고,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 전과 비교하여 선

량별 조사 후 전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은 비조사 시료에서는 347.03 mg/kg이였고,

1, 3, 5, 7, 10 그리고 30 kGy에서는 각각 333.88 mg/kg, 211.32 mg/kg, 228.67 mg/kg,

220.50 mg/kg, 205.48 mg/kg 그리고 339.30 mg/kg로 조사된 시료를 보면 비조사 시료를

기준으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다 10 kGy에서 가장 낮은 양이 확인되었고 30

kGy에서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전자선 조사된 대파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1, 3, 5, 7, 10 그리고 30 kGy의 선량으로 전자선 조사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여 SDE방법

으로 휘발성 유기성분을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58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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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고, 동정한 성분과 이들의 상대적 농도는 Table 2-90에, 관능기별 함량비교는 Table 2-91

에 나타내었다.

전자선 1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5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되었으며, 관능

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5.82%, aldehyde류 17.18%, ketone류 17.05%,

alcohol류 5.62%, ester류 2.04%, furan류 1.22%, hydrocarbon류 0.82% 그리고 acid류 0.25%

로 각각 20종, 8종, 4종, 5종, 2종, 3종, 2종 그리고 1종이 확인되었다. 대표적인 휘발성 유

기 성분으로는 2-methyl-2-pentenal(12.37%), 2-tridecanone(11.55%), propanethiol(8.35%),

3,5-diethyl- 1,2,4-trithiolane(5.84%), 2-propenthiol(5.41%) 그리고 dipropyl trisulfide(5.08%),

등이 확인 되었으며, 비조사군과 주요 화합물의 구성은 유사하였으나, 2-propenthiol와

propylene sulfide는 다소 증가 하였다. 또한 hydrocarbon류인 1,3-bis[1,1-

dimethyl-ethyl]-benzene이 확인되었다. 전자선 3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6종의 휘

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 되었으며, 관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6.18%,

aldehyde류 20.56%, ketone류 14.44%, alcohol류 4.74%, ester류 2.24%, furan류 1.04%,

hydrocarbon류 0.70% 그리고 acid류 0.11%로 각각 20종, 8종, 4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

고 1종이 확인 되었다. 3 kGy의 주요 화합물의 구성은 1 kGy와 유사하며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의 함량이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전자선 5 kGy로 조사

된 시료에서는 총 47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 되었으며, 관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62.45%, aldehyde류 12.69%, ketone류 14.96%, alcohol류 3.54%,

ester류 3.74%, furan류 1.27%, hydrocarbon류 1.10% 그리고 acid류 0.25%로 각각 20종, 8

종, 5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고 1종이 확인 되었다. 5 kGy의 주요 화합물의 구성은 1

kGy와 유사하나 ketone류인 3-methyl-3- buten-2-one이 추가로 확인되었으며, 3 kGy에서

확인된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의 비율의 약 2배 정도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전

자선 7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7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 되었으며, 관능기

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9.60%, aldehyde류 17.51%, ketone류 12.72%, alcohol

류 4.09%, ester류 3.50%, furan류 1.26%, hydrocarbon류 1.18% 그리고 acid류 0.15%로 각

각 20종, 8종, 5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고 1종이 확인 되었다. 7 kGy의 특징적인 화합물

로는 5 kGy에서 확인된 ketone류인 3-methyl-3-buten-2-one이 비슷한 함량으로 7 kGy에서

도 확인되었으며,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의 비율 또한 5 kGy보다 증가한 값을

보였다. 전자선 10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7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동정 되었

으며, 관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56.25%, aldehyde류 18.56%, ketone류

13.67%, alcohol류 4.86%, ester류 3.41%, furan류 1.49%, hydrocarbon류 1.43% 그리고

acid류 0.34%로 각각 20종, 8종, 5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고 1종이 확인 되었다. 10 kGy

의 특징적인 화합물로는 ketone류인 3-methyl-3-buten-2-one이 5, 7 kGy와 비슷한 함량으로

10 kGy에서도 확인되었으며,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의 비율은 7 kGy보다 증가

한 값을 확인하였다. 전자선 30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총 48종의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 동정 되었으며, 관능기에 따라 S-containing compound류 47.94%, aldehyde류 20.36%,

ketone류 19.27%, alcohol류 5.05%, ester류 3.35%, furan류 1.40%, hydrocarbon류 1.90%

그리고 acid류 0.28%로 각각 21종, 8종, 5종, 5종, 2종, 3종, 3종 그리고 1종이 확인 되었다.

30 kGy의 특징적인 화합물로는 ketone류인 3-methyl-3-buten-2-one이 5, 7 그리고 10 kGy

보다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1,3-bis[1,1- dimethyl-ethyl]-benzene의 비율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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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선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2-Tridecaone, 5-methyl-2-octylfuran

-3-one의 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ketone류의 함량이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대파의 주요 향

기 성분인 2-propenthiol, propylene sulfide, 3,5-diethyl-1,2,4 -trithiolane은 선량이 증가할수

록 증가하여 7 kGy에서 최대 함량을 보였으며, 7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Z)-propenyl propyl disulfide, (E)-propenyl propyl disulfide 그리고 dipropyl

trisulfide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5 kGy에서 최대 함량을 보였으며,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Vinyl acetate와 3-methyl-3-buten-2-one는 비조사군

에는 동정되지 않은 화합물로 조사 시료에서만 확인되었으며, 1,3-bis[1,1-dimethyl-ethyl

]-benzene는 조사 생성화합물로 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0 kGy의 고

선량에서는 allylsulfide 가 미량 동정되었고, ketone류인 2-tridecanone, 5-methyl-2

-octylfuran-3-one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조사 전과 비교하여 선량별 조사 후 전체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함량은 비조사 시료에서는 347.03 mg/kg이였고, 1, 3, 5, 7, 10 그리고 30

kGy에서는 각각 293.54 mg/kg, 273.89 mg/kg, 223.90 mg/kg, 218.81 mg/kg, 273.91

mg/kg 그리고 314.23 mg/kg로 비조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

하다 7 kGy에서 가장 낮은 양이 확인되었고 10과 30 kGy에서는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대파의 선원별 비교

건대파를 감마선과 전자선으로 각각 1, 3, 5, 7, 10 및 3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여 휘

발성 유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선원에 의한 차이는 크게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선원

모두 3-methyl- 3-buten-2-one,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이 동일한 선량에서부터

비슷한 양으로 동정되었으며, allylsulfide는 감마선과 전자선 30 kGy에서만 비슷한 함량으

로 확인되었으나 함량이 미량이라 다른 선량에서 동정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건대파

의 전체 휘발성 유기성분의 함량은 전자선의 경우 7 kGy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이지만

감마선의 경우 10 kGy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으나 휘발성 유기성분의 전체적인 경향

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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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8. GC/MS chromatogram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non-irradiated, gamma

irradiated and electron beam-irradiated dried Welsh onion at 3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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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9.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non- and gamma irradiated dried Welsh

onion at dose of 1, 3, 5, 7, 10 and 30 kGy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1 805 Propanal 11.27 6.06 2.97 5.21 3.35 1.55 7.97

2 846 Propanethiol 33.62 37.18 20.11 15.30 15.52 20.40 33.23

3 902 Ethyl acetate 9.41 8.54 9.88 7.40 8.00 6.36 9.28

4 926 3-Methylbutanal 0.33 0.54 0.42 0.37 0.67 0.61 1.12

5 934 2-Propenthiol 15.55 14.80 20.56 21.98 26.79 13.95 19.56

6 937 Propylene sulfide 10.53 10.06 14.56 15.44 18.73 9.76 13.47

7 944 Ethanol 3.79 7.08 1.81 4.70 1.60 4.52 1.42

8 954 2-Ethylfuran 0.30 0.13 0.14 0.18 0.10 0.25 0.18

9 966 2,4-dimethyl furan 2.94 1.79 1.23 1.43 1.73 1.43 2.66

10 975 Vinyl acetate 0.64 0.64 0.53 0.66 0.67 0.73 1.66

11 978 Pentanal 0.55 0.30 0.24 0.21 0.29 0.34 0.91

12 987 3-Methyl-3-buten-2-one - - - 0.30 0.31 0.41 1.17

13 994 2,2,5,5,-Tetramethyl pentane 0.18 0.58 0.48 0.51 0.35 0.37 1.06

14 1009 2,2-Dimethyl octanol 0.35 1.37 1.03 1.17 0.93 0.89 2.47

15 1034 2-Butenal 3.17 1.07 1.28 1.13 1.38 0.91 5.09

16 1077 Hexanal 3.21 1.93 1.75 1.52 1.52 1.69 6.47

17 1088 2-Methyl-2-butenal 0.69 0.43 0.28 0.33 0.30 0.44 1.96

18 1154 2-Methyl-2-pentenal 52.82 23.64 17.26 24.15 24.46 25.03 34.37

19 1182 2,5-Dimethylthiophene 3.14 1.42 0.91 1.37 1.51 1.69 2.54

20 1199 Allylsulfide - - - - - - 0.57

21 1212 2-Hexenal 1.25 0.38 0.46 0.45 0.42 0.28 0.85

22 1224 Methyl propyl disulfide 0.88 0.49 0.31 0.13 0.26 0.26 0.45

23 1226 2-Pentyl furan 0.81 0.29 0.35 0.30 0.55 0.48 2.06

24 1245 2,4-Dimethyl thiophene 8.69 4.43 4.32 4.44 4.83 4.88 6.27

25 1256
(Z)-Methyl propenyl

disulfide
2.84 2.01 2.44 2.22 2.40 1.74 2.93

1)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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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89.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26 1280
(E)-Methyl propenyl

disulfide
3.62 2.47 2.86 2.62 2.87 2.14 3.58

I.S.2) 1305 Butylbenzene - - - - - - -

27 1370 Dimethyl trisulfide 2.42 3.25 2.62 2.71 2.09 1.98 3.32

28 1372 Dipropyl disulfide 1.53 1.47 0.74 0.78 0.33 0.87 0.77

29 1404
(Z)-Propenyl propyl

disulfide
11.36 12.42 6.71 6.49 5.96 6.44 7.89

30 1423
1,3-bis[1,1-dimethyl-

ethyl]-benzene
- 0.35 0.58 0.76 0.85 1.03 3.61

31 1429
(E)-Propenyl propyl

disulfide
13.85 15.40 7.84 7.69 6.67 7.82 10.17

32 1444 Acetic acid 0.88 0.32 0.26 0.30 0.18 0.45 1.14

33 1520 Methyl propyl trisulfide 9.91 14.92 6.89 6.92 5.76 6.27 9.93

34 1568 2-Furyl ethyl ketone 1.08 1.15 1.80 0.98 1.11 1.16 1.68

35 1595 Undecanone 2.62 5.22 3.83 4.32 3.48 3.52 3.63

36 1612
3,5-Dimethyl-1,2,4-trithiolan

e
0.56 1.27 0.75 0.55 1.40 0.34 1.63

37 1638 2-Acethyl thiazole 0.68 0.40 0.25 0.23 0.38 0.44 0.68

38 1663 Dipropyl trisulfide 18.76 34.29 7.49 8.71 5.64 8.72 14.92

39 1721 β-Bisabolene 3.54 1.69 0.88 0.91 0.83 0.87 2.35

40 1735 3,5-Diethyl-1,2,4-trithiolane 19.19 22.44 14.57 17.67 18.41 10.65 18.96

41 1767
(Z)-Propenyl propyl

trisulfide
14.79 8.37 3.39 4.84 3.39 6.63 14.61

42 1787
(E)-Propenyl propyl

trisulfide
11.84 11.16 4.48 6.34 6.28 9.09 15.05

43 1807 2-Tridecanone 36.11 43.36 25.38 26.65 22.95 22.92 37.91

44 1855 Propyl butyl disulfide 3.59 3.81 1.34 1.82 1.44 1.64 2.86

45 1921 5-Ethyl-2-nonanol 2.27 2.25 1.84 2.06 1.62 1.38 3.68

46 1966 α-Isopropyl benzyl alcohol 1.13 0.83 0.74 0.55 0.37 0.58 0.39

47 2221 5-Methyl-2-octylfuran-3-one 13.31 20.25 10.55 10.30 9.17 8.48 14.31

48 2272 6-Ethyl-4,5-decanediol 7.03 1.63 2.21 3.57 2.65 3.09 6.51

Total 347.03 333.88 211.32 228.67 220.50 205.48 339.30

1)Retention index, 2)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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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0.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non-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dried

Welsh onion at dose of 1, 3, 5, 7, 10 and 30 kGy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1 805 Propanal 11.27 8.97 9.90 1.42 3.67 4.30 10.39

2 846 Propanethiol 33.62 24.51 22.77 24.04 17.55 23.27 21.11

3 902 Ethyl acetate 9.41 5.57 5.72 7.48 6.81 7.97 8.89

4 926 3-Methylbutanal 0.33 0.40 0.42 0.45 0.20 0.78 0.98

5 934 2-Propenthiol 15.55 15.87 21.58 18.28 22.50 23.05 23.60

6 937 Propylene sulfide 10.53 11.29 14.11 12.75 14.21 15.31 16.55

7 944 Ethanol 3.79 4.68 5.10 1.60 3.91 5.27 2.79

8 954 2-Ethylfuran 0.30 0.39 0.11 0.46 0.21 0.35 0.33

9 966 2,4-Dimethyl furan 2.94 2.56 2.34 1.54 1.57 2.12 1.94

10 975 Vinyl acetate 0.64 0.42 0.42 0.89 0.84 1.36 1.64

11 978 Pentanal 0.55 0.32 0.31 0.34 0.35 0.62 0.85

12 987 3-Methyl-3-buten-2-one - - - 0.26 0.21 0.40 1.64

13 994 2,2,5,5,-Tetramethyl pentane 0.18 0.38 0.38 0.53 0.66 0.57 0.86

14 1009 2,2-Dimethyl octanol 0.35 1.01 0.31 1.05 0.17 1.33 1.94

15 1034 2-Butenal 3.17 1.52 1.36 2.34 4.04 4.58 4.08

16 1077 Hexanal 3.21 2.09 1.68 2.33 2.89 3.63 7.21

17 1088 2-Methyl-2-butenal 0.69 0.25 0.23 0.48 0.62 0.94 1.37

18 1154 2-Methyl-2-pentenal 52.82 36.30 42.09 20.50 25.72 34.96 36.14

19 1182 2,5-Dimethylthiophene 3.14 2.25 2.16 1.68 1.63 2.43 2.53

20 1199 Allylsulfide - - - - - - 0.40

21 1212 2-Hexenal 1.25 0.58 0.33 0.55 0.83 1.02 0.96

22 1224 Methyl propyl disulfide 0.88 0.15 0.34 0.15 0.35 0.57 0.42

23 1226 2-Pentyl furan 0.81 0.64 0.39 0.84 0.97 1.60 2.12

24 1245 2,4-Dimethyl thiophene 8.69 7.21 6.48 5.12 5.06 6.37 6.64

25 1256
(Z)-Methyl propenyl

disulfide
2.84 2.51 2.57 2.08 2.59 2.77 3.41

1)
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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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0.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26 1280
(E)-Methyl propenyl

disulfide
3.62 3.18 3.19 2.54 2.83 3.60 3.77

I.S.2) 1305 Bultylbenzene - - - - - - -

27 1370 Dimethyl trisulfide 2.42 2.09 1.63 2.21 2.99 2.67 3.85

28 1372 Dipropyl disulfide 1.53 1.20 0.91 0.78 0.61 0.82 0.49

29 1404
(Z)-Propenyl propyl

disulfide
11.36 11.16 9.04 8.28 7.23 8.22 6.48

30 1423
1,3-bis[1,1-dimethyl-ethyl]-

benzene
- 0.26 0.42 0.80 1.21 2.16 4.06

31 1429 (E)-Propenyl poryl disulfide 13.85 13.99 10.57 10.15 8.34 8.62 7.78

32 1444 Acetic acid 0.88 0.72 0.29 0.55 0.32 0.93 0.87

33 1520 Methyl propyl trisulfide 9.91 8.75 7.30 8.24 7.97 8.56 8.72

34 1568 2-Furyl ethyl ketone 1.08 1.47 1.39 0.93 1.18 0.71 1.35

35 1595 Undecanone 2.62 3.27 3.39 2.89 2.73 3.51 3.45

36 1612 3,5-Dimethyl-1,2,4-trithiolane 0.56 0.78 0.74 0.19 0.18 1.48 0.18

37 1638 2-Acethyl thiazole 0.68 0.51 0.67 0.35 0.44 0.43 0.88

38 1663 Dipropyl trisulfide 18.76 14.90 10.21 13.89 8.68 9.86 9.29

39 1721 β-Bisabolene 3.54 1.76 1.12 1.14 0.71 1.19 1.05

40 1735 3,5-Diethyl-1,2,4-trithiolane 19.19 17.14 10.48 15.55 15.90 16.78 11.05

41 1767
(Z)-Propenyl propyl

trisulfide
14.79 9.42 11.33 5.60 4.35 7.93 9.38

42 1787
(E)-Propenyl propyl

trisulfide
11.84 13.47 15.00 5.51 5.33 8.88 10.72

43 1807 2-Tridecanone 36.11 33.91 25.26 21.84 18.66 25.12 41.47

44 1855 Propyl butyl disulfide 3.59 3.47 2.78 2.44 1.68 2.45 3.38

45 1921 5-Ethyl-2-nonanol 2.27 2.35 1.81 1.93 1.21 2.16 3.47

46 1966 α-Isopropyl benzyl alcohol 1.13 0.83 0.74 0.55 0.37 0.58 0.39

47 2221 5-Methyl-2-octylfuran-3-one 13.31 11.40 9.51 7.58 5.05 7.71 16.07

48 2272 6-Ethyl-4,5-decanediol 7.03 7.64 5.01 2.80 3.28 3.97 7.29

Total 347.03 293.54 273.89 223.9 218.81 273.91 314.23

1)Retention index, 2)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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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1. Relative content of functional groups in ident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n

non- and gamma irradiated dried Welsh onion at 1, 3, 5, 7, 10 and 30 kGy

Functional

Group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Acids 1 0.25 1 0.09 1 0.12 1 0.13 1 0.08 1 0.22 1 0.33

Alcohols 5 4.20 5 5.03 5 3.39 5 5.29 5 3.35 5 5.06 5 4.45

Aldehydes 8 21.12 8 10.17 8 11.70 8 14.59 8 14.67 8 15.00 8 17.29

Esters 2 2.90 2 2.72 2 4.94 2 3.52 2 3.93 2 3.45 2 3.22

Furans 3 1.17 3 0.66 3 0.81 3 0.83 3 1.08 3 1.15 3 1.36

Hydrocarbons 2 1.07 2 0.78 3 0.92 3 0.95 3 0.92 3 1.10 3 2.07

Ketones 4 15.31 4 20.72 4 19.71 5 18.60 5 16.77 5 17.75 5 17.28

S-containing

compounds
20 53.98 20 59.83 20 58.41 20 56.08 20 59.20 20 56.27 21 53.99

Total 45 100 45 100 46 100 47 100 47 100 47 100 48 100

Table 2-92. Relative content of functional groups in ident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n

non-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dried Welsh onion at 1, 3, 5, 7, 10 and 30 kGy

Functional

Group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Acids 1 0.25 1 0.25 1 0.11 1 0.25 1 0.15 1 0.34 1 0.28

Alcohols 5 4.20 5 5.62 5 4.74 5 3.54 5 4.09 5 4.86 5 5.05

Aldehydes 8 21.12 8 17.18 8 20.56 8 12.69 8 17.51 8 18.56 8 19.72

Esters 2 2.90 2 2.04 2 2.24 2 3.74 2 3.50 2 3.41 2 3.35

Furans 3 1.17 3 1.22 3 1.04 3 1.27 3 1.26 3 1.49 3 1.40

Hydrocarbons 2 1.07 2 0.82 3 0.70 3 1.10 3 1.18 3 1.43 3 1.90

Ketones 4 15.31 4 17.05 4 14.44 5 14.96 5 12.72 5 13.67 5 20.36

S-containing

compounds
20 53.98 20 55.82 20 56.18 20 62.45 20 59.60 20 56.25 21 47.94

Total 45 100 45 100 46 100 47 100 47 100 47 100 4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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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조사하지 않은 고춧가루를 control로 하고, 감마선 1, 3, 5, 7, 10 및 30 kGy로 조사한 것

과 전자선 1, 3, 5, 7, 10 및 30 kGy로 조사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여 SDE방법으로 휘발성

유기성분을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59와 같고, 동정한

성분과 이들의 상대적 농도는 Table 2-93, 94에, 관능기별 함량비교는 Table 2-95, 96에 나

타내었다.

마늘 분말에서 동정된 휘발성 유기성분은 총 47종으로 그중 26종이 황함유화합물이었으

며, 이들이 전체 휘발성 유기성분의 98.6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들 외에도 alcohol류

3종(0.31%), aldehyde류 7종(0.26%), ester류 3종(0.41%) 및 기타 화합물 8종(0.37%)이 확인

되었으며, 황함유화합물과는 달리 매우 미량으로 존재하였다. 조사하지 않은 마늘 분말에서

는 총 5853.54 mg/kg의 농도 중 diallyl disulfide와 diallyl trisulfide가 각각 2002.33과

2198.84 mg/kg으로 주요 화합물임을 확인하였으며, 뒤이어 methyl allyl disulfide,

3-(allylthio) propionic acid 및 methyl-2-propenyl trisulfide가 각각 312.69, 293.68 및

636.73 mg/kg으로 다량 확인되어 이들 화합물들이 마늘의 특징적인 향미를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마늘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1, 3, 5, 7, 10 및 30 kGy로 감마선 조사한 마늘분말에서는 49～55종의 화합물이 확인되

었으며, 황함유화합물이 조사하지 않은 마늘 분말과 마찬가지로 96.84～98.5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주요화합물로는 diallyl disulfide (1374.40～2771.31 mg/kg), diallyl trisulfide

(2050.61～3293.23 mg/kg), methyl allyl disulfide (221.28～321.41 mg/kg), 3-(allylthio)

propionic acid (150.81～292.70 mg/kg), methyl-2-propenyl trisulfide (610.23～958.96

mg/kg) 등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사하지 않은 시료와 비교하여 전체적인 화합물의 분포와

상대적 농도 역시 유사하였다(Table 2-93, 94). 그러나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유기성분의

총함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주요 화합물들의 함량 역시 다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부터 방사선 조사식품에서 종종 확인되는 radiolytic product인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의 생성이 확인되었으며, 선량이 증가할수록 그 양 또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 시료에서도 조사 후 1,3-bis[1,1-dimethyl-

ethyl]-benzene이 확인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시료와 달리 10 kGy이상의 선량에서부터 선

량이 증가할수록 함량 또한 증가하는 유사점을 확인하였다.

전자선 조사된 마늘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1, 3, 5, 7, 10 및 30 kGy의 선량으로 전자선 조사된 마늘분말에서는 48~54종의 화합물이

확인되었으며, 조사전의 마늘분말과 비교하여 유사한 화합물의 분포를 확인되었다. 또한,

황함유화합물이 97.59~98.88%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관능기적 특징에서도 조사하지 않은 시

료와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주된 화합물 역시 diallyl disulfide (1519.51~2254.81

mg/kg), diallyl trisulfide (2311.54~ 3151.00 mg/kg), methyl allyl disulfide (222.15~277.20

mg/kg), 3-(allylthio)propionic acid (165.82~293.19 mg/kg) 및 methyl-2-propenyl trisulfide

(688.30~892.58 mg/kg)으로 나타나 조사 처리가 마늘분말의 유기성분 분포 및 상대적인 함

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95, 96). 그러나 조사하지 않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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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비교하여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유기성분의 총함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주요 화합

물들의 함량 역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부터 방사선 조사식

품에서 종종 확인되는 radiolytic product인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이 생성되었

음을 확인하였으며, 선량이 커짐에 따라 그 양 또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마늘의 선원별 비교

조사하지 않은 마늘분말의 추출 수율과 방사선 조사한 마늘분말의 추출 수율을 비교하여

보면 7 kGy 에서는 큰 차이가 없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10 kGy이상의 선량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마선이나 전자선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이 생성되고 점차 증가하는 선량 의존적

양상을 보였다(Fig. 2-60). 결론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마늘분말이나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

한 마늘의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diallyl disulfide나 diallyl

trisulfide 등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주요 황함유화합물의 함량에도 큰 차이가 없어 선원별

방사선 조사는 마늘 특유의 향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2-59. GC/MS chromatogram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non-irradiated, gamma

irradiated and electron beam-irradiated garlic at 3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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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3.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non- and gamma irradiated dried garlic at

dose of 1, 3, 5, 7, 10 and 30 kGy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1 842 Ethyl formate 0.88 3.41 1.13 0.39 1.39 1.27 1.94

2 852 1-Propanethiol 0.72 0.59 0.79 0.47 0.67 0.63 0.77

3 864 2-Propenal 0.69 0.65 0.80 0.70 0.71 0.61 0.56

4 896 Butanal - 0.90 0.53 0.24 0.84 0.69 0.63

5 906 Ethyl acetate 21.47 35.39 33.04 22.10 23.97 28.37 34.70

6 911 1,1-Diethoxy ethane 1.06 - - - - - -

7 948 Ethanol 3.41 21.20 4.32 1.08 7.43 6.34 12.44

8 960 Allyl methyl sulfide 4.35 6.68 5.98 2.85 4.67 5.70 7.75

9 980 Pentanal 0.17 0.40 0.79 0.63 0.79 0.86 2.01

10 997 2,2,4-Trimethylhexane - 0.60 0.28 0.57 0.60 0.56 0.56

11 1013 3,7-Dimethyl nonane 0.59 1.13 0.84 0.85 0.95 0.64 1.10

12 1037 3-Butenal 4.71 8.50 16.93 8.92 15.94 19.63 16.91

13 1042 3-Methyl-3-buten-2-one 0.57 0.78 1.16 0.44 0.99 1.30 2.04

14 1047 2,2,5,5-Tetramethylhexane - 0.65 0.52 0.58 0.95 0.41 0.43

15 1054 Allyl vinyl ether 0.28 0.76 0.72 0.59 1.21 1.16 4.20

16 1069 Dimethyl disulfide 14.25 7.67 13.83 7.08 11.01 12.79 13.10

17 1080 Hexanal 6.51 8.86 11.85 4.20 4.11 6.38 13.65

18 1090 2-Methyl-2-butenal 0.32 0.94 0.92 0.76 1.11 0.88 1.57

19 1101 2-Ethenyl-2-butenal 2.54 2.62 3.88 2.27 3.86 4.39 5.06

20 1113 2-Propenol 9.75 7.54 17.12 7.25 13.12 15.48 15.26

21 1141 4-Penten-2-ol - - 0.80 0.22 1.88 2.65 8.68

22 1144 Diallyl sulfide 13.80 27.73 17.00 8.22 11.98 12.06 16.24

23 1147 2-Methyl-2-pentenal - 0.73 1.02 0.56 0.88 0.86 0.90

24 1149 Butanol  - - - - - - 1.31

25 1172 3-Butenol - - 0.78 0.76 1.80 2.65 7.89

26 1198 1-(1-Propenylthio)propane 5.66 9.14 13.48 2.99 4.46 6.16 6.62

27 1215 (Z)-2-Heptenal - 1.22 1.13 0.88 1.76 0.54 0.99

28 1228 Methyl propyl disulfide 0.69 0.87 0.78 0.22 1.12 0.79 0.81

29 1230 2-Pentyl furan 0.83 1.56 0.76 8.22 1.22 1.05 2.29

30 1260 1,3-Dithiane 5.95 6.27 5.52 0.56 5.01 5.33 6.30

1)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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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3.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31 1277 Methyl allyl disulfide 312.69 321.41 317.21 221.28 252.70 278.54 242.77

32 1284 Propenyl methyl disulfide 17.08 14.63 13.42 10.13 11.57 12.69 12.47

33 1295 3-Methylpyridine 6.85 3.32 5.99 1.27 2.69 2.04 2.19

I.S2) 1309 Butylbenzene - - - - - - -

34 1374 Dimethyl trisulfide 31.16 42.14 36.18 27.39 31.92 33.08 33.69

35 1426 (E)-Propenyl propyl disulfide 4.60 5.63 4.27 3.70 3.72 3.25 3.66

36 1429
1,3-bis[1,1-dimethyl-ethyl]-

benzene
- - - 0.35 0.60 0.77 1.50

37 1449 Acetic acid 0.95 1.80 0.36 0.36 - - 0.88

38 1451 Methional 0.95 3.85 3.27 1.65 2.50 1.61 2.57

39 1463 2-Vinyl-1,3-dithiane 77.30 92.82 62.59 64.30 60.55 57.71 54.65

40 1482 Diallyl disulfide 2002.33 2771.31 2025.47 1848.65 1723.88 1694.65 1374.40

41 1486 3-(Allylthio)propionic acid 293.68 293.70 205.14 202.80 181.27 178.95 150.81

42 1494 2-Ethyl-1-hexanol 1.26 2.45 1.52 1.04 0.63 1.09 1.13

43 1518 Dimethyl thioacetamide 5.89 8.17 6.36 9.11 8.40 7.99 9.04

44 1525 Methyl propyl trisulfide 1.41 3.07 1.33 1.09 0.74 0.55 1.62

45 1588 Methyl 2-propenyl trisulfide 636.73 958.96 663.74 689.78 656.48 642.53 610.23

46 1645 Cyclopenthyl ethyl sulfide 41.83 43.31 34.30 34.92 26.01 27.39 20.22

47 1686 Methylcyclohexyl sulfide 3.03 2.60 2.34 1.95 4.25 1.96 2.96

48 1728 3,5-Diethyl-1,2,4-trithiolane 12.55 17.16 11.16 11.25 10.01 9.45 10.59

49 1733 3-Vinyl-4H-1,2-dithiin 15.43 19.59 14.69 18.50 17.85 14.40 12.52

50 1794 Diallyl trisulfide 2198.84 3293.23 2186.48 2496.62 2270.50 2108.54 2050.61

51 1799 Allyl 1-propenyl trisulfide 43.24 21.22 26.23 35.98 36.93 37.56 24.64

52 1813 (E)-1,3-Dimethoxycyclohexane - - - - - - 2.62

53 1844 2-Vinyl-4H-1,3-dithiin 18.05 24.62 16.67 21.59 20.14 16.97 15.43

54 1885 2-Ethoxy-4-methyl cyclohexanone 11.10 6.46 9.30 3.72 8.05 6.14 4.10

55 1967 2-Methoxy-5-methylthiophene 11.84 9.29 15.09 6.69 17.91 13.38 7.07

56 1975 1-Phenyl-1-propanol 3.25 4.87 4.52 3.71 3.42 2.95 4.20

57 2263 Ethyl palmitate 1.56 6.88 5.18 4.11 4.61 3.81 3.65

Total 5853.33 8129.25 5829.49 5803.25 5481.75 5298.15 4845.60

1)Retention index, 2)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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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4.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non-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dried

garlic at dose of 1, 3, 5, 7, 10 and 30 kGy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1 842 Ethyl formate 0.88 1.59 0.95 1.66 1.33 1.39 1.70

2 852 1-Propanethiol 0.72 1.13 0.60 0.53 0.89 0.51 0.92

3 864 2-Propenal 0.69 0.52 0.43 0.40 1.01 0.86 0.99

4 896 Butanal - 0.53 0.07 0.40 1.14 0.51 0.68

5 906 Ethyl acetate 21.47 39.50 24.97 30.45 22.07 21.87 26.88

6 911 1,1-Diethoxy ethane 1.06 0.96 1.49 0.57 1.38 1.04 1.40

7 948 Ethanol 3.41 8.42 3.07 3.76 4.52 8.22 11.62

8 960 Allyl methyl sulfide 4.35 7.48 5.05 6.15 3.61 4.51 7.42

9 980 Pentanal 0.17 0.63 0.87 0.64 - - 1.86

10 997 2,2,4-Trimethylhexane - 0.70 0.76 0.58 0.88 0.58 0.63

11 1013 3,7-Dimethyl nonane 0.59 1.19 1.18 1.18 1.24 0.91 1.11

12 1037 3-Butenal 4.71 20.98 4.34 12.55 13.85 14.36 18.04

13 1042 3-Methyl-3-buten-2-one - 1.72 - 1.28 1.02 1.54 3.10

14 1047 2,2,5,5-Tetramethylhexane - 1.11 1.01 0.50 0.76 1.17 1.17

15 1054 Allyl vinyl ether 0.28 1.16 0.81 0.96 0.87 1.40 5.31

16 1069 Dimethyl disulfide 14.25 15.27 11.77 12.71 9.51 10.70 13.10

17 1080 Hexanal 6.51 7.11 4.09 5.38 6.90 7.90 7.96

18 1090 2-Methyl-2-butenal - 0.97 - - - 1.21 1.19

19 1101 2-Ethenyl-2-butenal 2.54 4.56 2.91 3.74 2.51 3.97 4.57

20 1113 2-Propenol 9.75 18.50 11.72 13.86 9.77 12.07 13.49

21 1141 4-Penten-2-ol - 0.75 0.56 1.09 1.41 2.92 8.22

22 1144 Diallyl sulfide 13.80 16.85 13.88 13.09 9.28 11.69 16.40

23 1149 Butanol  - - - - - - 0.98

24 1172 3-Buten-1-ol 0.59 0.61 1.31 1.54 2.65 7.67

25 1182 Cyclohexene sulfide - - - - - 1.20 3.64

26 1198 1-(1-Propenylthio)propane 5.66 8.07 8.43 9.68 8.84 6.77 10.06

27 1215 (Z)-2-Heptenal - 1.16 - - 0.98 1.18 1.21

28 1228 Methyl propyl disulfide 0.69 0.61 0.73 0.62 0.52 0.76 0.65

29 1230 2-Pentyl furan 0.83 - - - - - -

30 1260 1,3-Dithiane 5.95 6.07 6.45 6.00 4.92 5.64 6.46

1)
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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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4.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31 1277 Methyl allyl disulfide 312.69 272.86 277.20 276.46 222.15 255.27 239.08

32 1284 Propenyl methyl disulfide 17.08 13.03 15.99 14.40 10.82 12.20 12.15

33 1295 3-Methylpyridine 6.85 4.29 2.49 3.85 3.99 2.02 1.61

I.S2) 1309 Butylbenzene - - - - - - -

34 1374 Dimethyl trisulfide 31.16 34.07 32.60 37.90 31.12 36.33 37.07

35 1426 (E)-Propenyl propyl disulfide 4.60 4.08 3.97 3.85 3.88 4.00 4.27

36 1429
1,3-bis[1,1-dimethyl-ethyl]-

benzene
- - - - - 0.67 1.06

37 1451 Methional 0.95 4.93 3.05 3.83 2.69 6.44 3.75

38 1463 2-Vinyl-1,3-dithiane 77.30 67.10 81.69 82.39 65.35 62.39 59.17

39 1482 Diallyl disulfide 2002.33 1969.07 2245.06 2254.81 1947.96 1765.27 1519.51

40 1486 3-(Allylthio)propionic acid 293.68 217.79 293.19 267.73 207.12 187.01 165.82

41 1494 2-Ethyl-1-hexanol 1.26 1.50 1.38 1.60 1.52 1.52 1.72

42 1518 Dimethyl thioacetamide 5.89 7.60 9.17 10.29 10.20 10.72 10.91

43 1525 Methyl propyl trisulfide 1.41 1.28 1.90 1.79 1.88 2.84 2.21

44 1588 Methyl 2-propenyl trisulfide 636.73 741.54 789.36 892.58 800.48 688.30 725.46

45 1645 Cyclopenthyl ethyl sulfide 41.83 38.33 59.88 50.52 57.87 50.29 56.96

46 1686 Methylcyclohexyl sulfide 3.03 3.71 3.07 4.95 6.15 2.68 3.09

47 1728 3,5-Diethyl-1,2,4-trithiolane 12.55 11.22 10.99 12.82 13.09 11.42 15.80

48 1733 3-Vinyl-4H-1,2-dithiin 15.43 17.70 17.90 19.40 27.61 25.32 17.68

49 1794 Diallyl trisulfide 2198.84 2694.23 2939.96 3151.00 3147.64 2311.54 2649.29

50 1799 Allyl 1-propenyl trisulfide 43.24 38.92 67.00 70.94 35.28 61.09 42.39

51 1844 2-Vinyl-4H-1,3-dithiin 18.05 19.66 21.30 23.82 30.23 23.10 20.35

52 1885 2-Ethoxy-4-methyl cyclohexanone 11.10 8.43 8.30 14.95 16.09 5.45 5.90

53 1967 2-Methoxy-5-methylthiophene 11.84 12.55 10.84 21.45 24.72 12.79 10.79

54 1975 1-Phenyl-1-propanol 3.25 4.14 4.14 4.56 4.90 4.21 4.95

55 2263 Ethyl palmitate 1.56 5.09 2.21 4.55 7.46 4.82 5.15

Total 5853.33 6361.28 7009.39 7359.55 6790.95 5675.24 5794.55

1)Retention index, 2)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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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5. Relative content of functional groups in ident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n

non- and gamma irradiated garlic at 1, 3, 5, 7, 10 and 20 kGy

Functional Group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No.
Area

%
No.

Area

%
No.

Area

%
No.

Area

%
No.

Area

%
No.

Area

%
No.

Area

%

Alcohols 3 0.31 4 0.45 6 0.49 6 0.23 6 0.51 6 0.59 6 1.02

Aldehydes 7 0.26 7 0.27 9 0.65 9 0.32 9 0.54 9 0.66 9 0.86

Esters 3 0.41 3 0.57 3 0.68 3 0.42 3 0.55 3 0.63 3 0.84

S-containing compounds 26 98.65 26 98.50 26 97.85 26 98.52 26 98.08 27 97.87 27 96.84

Miscellaneous 8 0.37 9 0.21 9 0.33 10 0.51 9 0.32 8 0.25 10 0.44

Total 47 100 49 100 53 100 54 100 53 100 53 100 55 100

Table 2-96. Relative content of functional groups in ident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n

non-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garlic at 1, 3, 5, 7, 10 and 20 kGy

Functional Group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No.
Area

%
No.

Area

%
No.

Area

%
No.

Area

%
No.

Area

%
No.

Area

%
No.

Area

%

Alcohols 3 0.31 6 0.53 6 0.31 6 0.35 6 0.34 6 0.55 7 0.84

Aldehydes 7 0.26 8 0.58 6 0.18 6 0.32 6 0.38 7 0.53 7 0.60

Esters 3 0.41 3 0.73 3 0.40 3 0.49 3 0.46 3 0.49 3 0.58

S-containing compounds 26 98.65 26 97.84 26 98.88 26 98.51 26 98.44 27 98.16 27 97.59

Miscellaneous 8 0.37 8 0.32 7 0.23 8 0.33 8 0.38 9 0.27 10 0.39

Total 47 100 51 100 48 100 49 100 49 100 52 100 5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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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Di-tert-butylbenz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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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0. Correlation of relative content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irradiated gar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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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강

조사하지 않은 생강을 control로 하고, 감마선 1, 3, 5, 7, 10 및 30 kGy로 조사한 것과

전자선 1, 3, 5, 7, 10 및 30 kGy로 조사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여 SDE방법으로 휘발성 유

기성분을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61과 같고, 동정한

성분과 이들의 상대적 농도는 Table 2-97, 98에, 관능기별 함량비교는 Table 2-99, 100에 나

타내었다.

건조 생강에서 확인된 주요 휘발성 유기성분으로는 α-zingiberene(3775.6 mg/kg), β

-sesquiphellandrene(2751.5 mg/kg), β-bisabolene(1751.1 mg/kg), (Z,E)-α-farnesene(1549.5

mg/kg), β-phellandrene(841.7 mg/kg), germacrene D(598.2 mg/kg), (Z)-citral(463.9

mg/kg), camphene(460.9 mg/kg) 등이었으며, α-zingiberene과 β-sesquiphellandrene는 각

각 23.91%와 17.43%로 유기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건조 생강의 주된 유기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건조 생강에서 분리 동정된 성분은 총 71종으로, 33종의 hydrocarbon류가 대부분을 차지

하였고 그 외에 18종의 alcohol류와 8종의 aldehyde류가 확인되었으며 ketone류 6종, ester

류 및 기타화합물은 각각 3종으로 확인되었다. 관능기별로 확인된 총 peak area%도

hydrocarbon류가 83.83%로 휘발성 유기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어서

alcohol류가 11.44%, aldehyde류가 3.60%, ketone류가 0.86%, ester류가 0.09% 그리고 기타

화합물이 0.18%로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된 생강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동결건조한 생강을 각각 1, 3, 5, 7, 10 그리고 3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하여 휘발

성 유기성분을 SDE방법으로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어진 chromatogram은 Fig.

2-61에 도식하였다. GC/MS 분석에 의하여 동정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과 상대적 농도

를 Table 2-97에 나타내었고, 동정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관능기에 따른 상대적 함량은

Table 2-98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된 건조생강에서 분리 동정된 휘발성 유기성분은 모두 비조사된 건조생강에

서 분리 동정된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휘발성 유기성분의 총량은 감마

선 조사 후에 증가하였다. 1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생강에서 확인된 관능기에 따른 휘

발성 유기성분으로는 hydrocarbon류가 87.83%로 비조사 시료와 동일하게 가장 많이 함유

되어 있었으며, 순차적으로 alcohol류 7.88%, aldehyde류 3.31%, ketone류 0.73%, 기타

0.16% 그리고 ester류가 0.09%로 나타내었다. 주된 유기성분으로는 α-zingiberene, β

-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bisabolene, β-phellandrene, germacrene D,

(Z)-citral, camphene 순으로 α-zingiberene, campene은 각각 5207.2 mg/kg, 548.1 mg/kg로

비조사 시료보다 함량이 증가하였고 (Z,E)-α-farnesene, (Z)-citral의 함량은 감소하였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특히 β-bisabolene은 비조사 시료에서는 1751.1 mg/kg(11.09%)로 나타났으

나 1 kGy로 조사한 시료에서는 그 함량이 898.3 mg/kg(5.49%)로 절반가량이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났다. 3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건조생강의 휘발성 유기성분을 관능기별로 분류하

면 hydrocarbon류 87.94%, alcohol류 8.03%, aldehyde류 3.11%, ketone류 0.68%, 기타

0.15%, ester류 0.09% 순으로 나타내었으며,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은 α-zingiberene, β

-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bisabolene, β-phellandrene, germacren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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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hene, (Z)-citral 순으로 확인되었다. 5 kGy의 선량에서 조사된 건조 생강에서도

hydrocarbon류가 88.75%로 휘발성 유기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었으며 이어서 alcohol류

7.33%, aldehyde류 2.99%, ketone류 0.69% 그리고 기타 화합물과 ester류의 화합물은 각각

0.15%, 0.09%로 나타내었다.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으로는 α-zingiberene, β-sesquiphe-

llandrene, (Z,E)-α-farnesene, β-bisabolene, β-phellandr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1 kGy의 선량에서 조사한 시료에서 다량 감소한 것으로 확

인된 β-bisabolene이 1262.1 mg/kg으로 소량 증가하였다. 7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조

생강의 휘발성 유기성분의 peak area%를 관능기에 따라 분류하면 hydrocarbon류 89.25%,

alcohol류 7.00%, aldehyde류 2.86%, ketone류 0.67%, 기타 0.14% 그리고 ester류의 화합물

은 0.08%로 확인하였으며, 주된 유기성분으로는 α-zingiberene, β-sesquiphellandrene, (Z,E)-

α-farnesene, β-bisabolene, β-phellandr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으로 다른

선량에서 확인된 것과 같은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α-zingiberene은 비조사 시료에서

3775.6 mg/kg(23.92%)에서 6167.8 mg/kg(32.09%)로 상당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건생강의 휘발성 유기성분을 관능기에 따라 분류하면

hydrocarbon류 88.27%, alcohol류 7.72%, aldehyde류 3.05%, ketone류 0.71%, 기타 0.15%,

ester류 0.10% 순으로 나타내었으며,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으로는 α-zingiberene, β

-sesquiphe- llandrene, (Z,E)-α-farnesene, β-phellandrene, β-bisabol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 순으로 확인되었다. 30 kGy의 고선량으로 조사된 건조생강에서 확인

된 휘발성 유기성분을 관능기에 따라 분류하면 hydrocarbon류가 88.16%로 다른 시료에서

확인된 것과 동일하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alcohol류가 7.63%,

aldehyde류가 3.21%, ketone류가 0.75% 그리고 기타화합물과 ester류가 각각 0.16%, 0.09%

순으로 나타내었다.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은 α-zingiberene, β-sesquiphellandrene, (Z,E)-α

-farnesene, β-bisabolene, β-phellandr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 순으로 확인

되었다.

감마선 조사된 시료에서 확인된 주요 휘발성 유기성분은 α-zingiberene, β

-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bisabolene, β-phellandrene 등으로 비조사구와 마

찬가지로 terpene류의 화홥물이 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 후에 hydrocarbon의 area%는 비

조사 시료의 area%보다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인 비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조사 전과 비교하여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몇몇 화합물들에 대하여는 그 함량들이 다소의 변화를 보였다. 분리 동정된

화합물중 δ-elemene, citronellal 그리고 cyclosativene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함량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이적으로 camphene, limonene, 1,8-cineole, nerol 그리고 α

-cedrol과 같은 화합물들은 1 및 3 kGy의 선량까지 그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5 kGy의 선량

으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감소하다가 7 kGy에서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분리 동정된 화합물 중 α-pinene과 β-myrcene은 1 kGy와 3 kGy에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불규칙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되지 않

은 건조생강의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의 함량은 총 15,785.4 mg/kg으로 나타났으며, 선

량별로 조사된 건조생강의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의 함량은 1, 3, 5, 7, 10, 그리고 30

kGy에서 각각 16,359.2 mg/kg, 18,208.3 mg/kg, 17,819.7 mg/kg, 18,868.3 mg/kg, 17,662.9

mg/kg 그리고 17,109.2 mg/kg으로 1 kGy와 3 kGy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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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불규칙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의 함량

은 조사되지 않은 시료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선 조사된 생강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건조생강을 1, 3, 5, 7, 10 그리고 30 kGy의 선량으로 전자선을 조사한 후 시료로 사용하

였으며, 휘발성 유기성분을 SDE방법으로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어진

chromatogram은 Fig. 2-61에 도식하였다. GC/MS 분석에 의하여 동정된 휘발성 유기성분

의 조성과 상대적 농도를 Table 2-99에 나타내었고, 동정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관능기에 따

른 상대적 함량은 Table 2-100에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생강에서 분리 동정된 휘발성 유기성분은 모두 비조사된 건조생강에

서 분리 동정된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휘발성 유기성분의 총 함량은 조사된 후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생강에서 확인된 관능기에 따른 휘발성 유

기성분으로는 hydrocarbon류가 84.67%로 비조사 시료와 동일하게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

었으며, 순차적으로 alcohol류 10.98%, aldehyde류 3.26%, ketone류 0.83%, 기타 0.17% 그리

고 ester류가 0.09%로 나타내었다.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으로는 α-zingiberene, β

-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phellandrene, β-bisabol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 순으로 β-bisabolene과 (Z)-citral은 각각 811.8 mg/kg, 419.6 mg/kg로

대조군과 비교하여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생강에서 확

인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관능기에 따른 상대적인 함량은 hydrocarbon류 85.44%, alcohol류

10.23%, aldehyde류 3.32%, ketone류 0.77%, 기타 0.14%, ester류 0.10% 순으로 나타내었으

며,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은 α-zingiberene, β-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

-phellandrene, β-bisabol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 순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α-zingiberene과 β-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은 각각 6313.9 mg/kg, 3440.1

mg/kg, 1944.2 mg/kg로 확인되어 비조사 시료보다 상당량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5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생강에서 확인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peak area%를 관능기에 따라 분류

하면 hydrocarbon류 85.18%, alcohol류 10.26%, aldehyde류 3.46 %, ketone류 0.81%, 기타

0.18% 그리고 ester류의 화합물은 0.11%로 확인하였으며,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으로는 α

-zingiberene, β-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phellandrene, β-bisabol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 순으로 확인되었다. 7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생강

에서도 hydrocarbon류가 85.22%로 휘발성 유기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었으며 이어서

alcohol류가 10.55%, aldehyde류가 3.42%, ketone류가 0.54% 그리고 기타, ester류의 화합물

은 각각 0.18%, 0.09%로 확인하였다.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으로는 α-zingiberene, β

-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phellandrene, β-bisabol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 순으로 확인되었다. 10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생강의 휘발성 유기

성분을 관능기에 따라 분류하면, hydrocarbon류 85.53%, alcohol류 10.27%, aldehyde류

3.20%, ketone류 0.75%, 기타 0.16 % 그리고 ester류 0.09 %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은 α-zingiberene, β-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bisabolene, β

-phellandrene, germacrene D, camphene, (Z)-citral 순임을 알 수 있었다. 30 kGy의 고선량

으로 조사한 건조 생강에서 확인된 휘발성 유기성분을 관능기에 따라 분류하면

hydrocarbon류는 86.22%로 조사된 시료들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alcohol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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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로 조사된 시료들 중 가장 낮은 비율로 감소하였다. 이어서 aldehyde류가 3.15%,

ketone류가 0.74%, 기타 0.16% 그리고 ester류의 화합물 0.08%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주된

휘발성 유기성분으로는 α-zingiberene, β-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

-bisabolene, β-phellandrene, camphene, (Z)-ctral, grmacrene D 순으로 나타났다. 전자선

조사된 시료에서도 α-zingiberene, β-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phellandrene,

β-bisabolene 등이 주요 유기성분으로 확인되어 비조사구와 마찬가지로 terpene류의 화합물

이 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 후에 hydrocarbon류의 전체적인 비율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의 함량은 조사 전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주요 유기성분 중의 하나인 β-bisabolene은 1, 3, 5, 7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시료에서는 비조사구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10kGy의 선량

에서는 특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30 kGy에서는 다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리고 또 다른 주요화합물로써 생강에서 레몬과 같은 향을 내는 (Z)-citral은 비조사 시료에

서 463.9 mg/kg(2.94%)로 확인되었지만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30 kGy로 조사한 시료에서는 445.6 mg/kg(2.5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으로

동정된 화합물 중 6-methyl-5-heptene-2-one과 camphor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함량이 감

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β-myrcene, (Z)-β-farnesen, germacrene D는 1 및 3 kGy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3 kGy 이상의 선량들에서는 특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또한, 조사 되지 않은 건조생강의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 함량은 15,785.4 mg/kg

로 나타났으며, 선량별로 조사된 건조 생강의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의 함량은 1, 3, 5,

7, 10 및 30 kGy에서 각각 16,170.7 mg/kg, 19,383.7 mg/kg, 17,866.8 mg/kg, 16,394

mg/kg, 17.653.2 mg/kg 그리고 17,454.1 mg/kg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전과 비교하여 선량별

조사 후의 시료에서 확인된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은 3 kGy까지는 증가하다가 5 kGy

및 7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시 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방사선 조사된 생강의 선원별 비교

동결건조된 생강을 각각 1, 3, 5, 7, 10 그리고 3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

사한 후 휘발성 유기성분을 분석한 결과 총 71종의 휘발성 유기성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모두 비조사된 건조생강에서 분리 동정된 화합물로 확인되었다. 그 중 hydrocarbon류

가 33종으로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한 전 시료에서 80%이상을 차지하여 hydrocarbon류의

화합물들이 생강의 향기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시료에서

주요 휘발성 유기성분은 α-zingiberene, β-sesquiphellandrene, (Z,E)-α-farnesene, β

-bisabolene 그리고 β-phellandrene과 같은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휘발성 유기성분의 함량은 1 kGy와 3 kGy의 선량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 kGy의 선량에서 감소하다가 전자선의 경우는 7 kGy에서 다시 증가하

였고, 감마선의 경우 7 kGy에서 그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0 kGy와 같

은 고선량으로 조사한 시료에서는 비조사구보다 주요 화합물들이 다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전체적인 조성에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425 -

Fig. 2-61. GC/MS chromatogram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non-irradiated, gamma

irradiated and electron beam-irradiated dried ginger at 3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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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7.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non- and gamma irradiated dried ginger at

dose of 1, 3, 5, 7, 10 and 30 kGy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1 849 Ethyl acetate 3.1 3.1 3.5 3.5 3.8 4.0 5.5

2 912 Ethanol 2.0 2.4 2.1 4.8 6.0 1.2 2.2

3 973 Tricyclene 9.8 12.7 13.1 12.0 13.0 13.5 14.3

4 981 Ocimene 1.7 1.96 1.7 1.9 2.0 2.1 2.8

5 988 α-Pinene 144.1 185.1 201.8 174.9 196.3 201.7 203.5

6 1034 Camphene 460.9 548.1 596.9 523.2 588.9 595.3 603.3

7 1049 Hexanal 7.1 9.1 8.6 7.4 9.1 8.7 8.8

8 1073 β-Pinene 18.6 22.1 22.3 20.3 21.6 22.9 22.5

9 1087 Sabinene 11.7 14.2 14.2 13.5 13.7 15.3 15.1

10 1134 β-Myrcene 149.5 155.5 158.8 143.2 153.4 160.5 153.0

11 1138 α-Fenchene 4.6 4.6 4.4 4.2 3.7 5.0 5.3

12 1153 2-Heptanone 5.2 5.4 4.9 4.5 4.9 5.3 4.9

13 1169 Limonene 179.7 181.0 186.6 170.7 181.4 191.3 189.5

14 1181 β-Phellandrene 841.7 897.8 941.8 870.4 922.4 966.5 905.8

15 1184 1,8-Cineole 296.1 314.0 330.2 304.8 321.6 322.7 318.1

16 1214 γ-Terpinene 3.7 3.6 3.4 4.0 3.4 3.8 3.8

17 1239 ρ-Cymene 11.3 11.7 12.1 11.7 11.7 13.0 15.8

18 1253 Terpinolene 25.9 25.7 26.0 24.1 24.6 26.2 24.0

19 1360 Octanal 6.8 7.1 6.9 6.5 6.1 5.7 5.8

20 1277 Perillene 6.0 6.1 6.1 5.8 5.5 5.8 5.8

I.S.2) 1282 Butylbenzene - - - - - - -

21 1295 2-Heptanol 16.5 16.3 16.4 16.4 17.8 17.5 16.0

22 1307 6-Methyl-5-heptene-2-one 33.6 24.4 26.1 27.4 24.8 23.6 27.8

23 1362 2-Nonanone 9.5 8.9 9.1 9.0 9.7 9.9 10.1

24 1399 (E)-2-Octenal 9.5 8.3 9.0 8.3 9.1 9.0 8.4

1)Retention index, 2)Internal standard



- 427 -

Table 2-97.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25 1443 δ-Elemene 25.6 22.2 22.8 23.1 22.9 23.4 21.0

26 1451 Citronellal 35.3 31.9 31.8 33.3 32.2 33.4 31.8

27 1455 Cyclosativene 50.4 44.5 47.2 46.6 48.7 50.1 46.7

28 1466 α-Copaene 68.9 62.2 67.2 66.2 68.7 70.8 63.9

29 1489 Camphor 12.9 12.5 10.8 11.3 11.3 13.2 11.6

30 1495 2-Nonanol 11.5 11.0 10.9 11.3 11.6 12.1 11.9

31 1514 Limonene oxide 15.9 14.4 15.3 15.6 17.0 14.8 15.7

32 1522 Linalool 72.4 67.2 69.0 65.9 70.7 71.9 71.5

33 1529 (E)-β-Bergamotene 43.3 40.1 41.9 42.7 45.8 43.0 41.0

34 1543 (E)-p-2-menthen-1-ol 12.9 11.5 12.7 11.8 11.5 12.8 13.8

35 1556 Bornyl acetate 7.3 7.3 7.5 7.8 7.5 7.9 7.5

36 1559 Aromadendrene 22.0 21.6 23.3 23.2 24.9 17.3 22.7

37 1564 β-Elemene 71.6 64.3 66.8 63.4 67.3 53.0 65.4

38 1567 Isocaryophyllene 4.1 7.7 5.8 3.2 4.5 7.1 5.4

39 1573 2-Undecanone 67.7 62.6 66.6 65.1 69.5 70.2 66.2

40 1578 4-Terpineol 20.8 23.3 24.0 23.9 23.8 24.1 20.9

41 1588 α-Gurjunene 10.9 10.5 9.6 11.4 13.0 10.1 14.4

42 1600 Myrtenal 7.6 7.7 7.3 8.2 7.6 8.4 6.6

43 1617 (E)-2-Decenal 25.2 22.8 25.9 25.4 28.9 25.7 28.5

44 1620 α-Humulene 28.2 24.3 25.9 29.0 32.7 24.5 28.8

45 1640 (Z)-β-Farnesene 138.2 131.9 156.0 91.9 150.9 127.2 95.1

46 1658 (Z)-Citral 463.9 442.6 461.9 432.2 434.4 440.4 433.8

47 1664 γ-Muurolene 26.0 26.3 28.1 38.2 31.6 26.7 31.0

48 1676 α-Terpineol 99.1 99.9 102.3 99.5 104.5 98.1 98.8

49 1688 Germacrene D 598.2 598.5 631.6 611.1 630.8 601.4 573.9

50 1696 α-Cedrene 352.6 287.4 339.9 368.0 459.6 329.5 355.6

1)
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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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8.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51 1711 α-Zingiberene 3775.6 5207.2 5953.3 5897.2 6167.8 5779.8 5325.0

52 1715 β-Bisabolene 1751.1 898.3 949.2 1262.1 1387.5 921.0 1179.8

53 1731 (Z,E)-α-Farnesene 1549.5 1472.3 1691.5 1554.5 1656.8 1604.2 1458.0

54 1741 δ-cadinene 129.1 117.2 134.0 128.4 138.6 132.1 128.3

55 1760 β-Sesquiphellandrene 2751.5 2806.9 3137.8 3119.3 3270.6 3067.6 3015.7

56 1762 α-phellandren-8-ol 6.5 6.4 7.4 5.7 6.5 6.9 6.7

57 1773 Myrtenol 13.0 11.7 11.8 11.8 11.6 11.7 14.2

58 1782 Geranyl acetate 3.9 3.8 4.9 3.7 3.9 4.1 2.5

59 1788 2-Tridecanone 6.9 6.3 7.1 6.6 6.4 6.6 6.9

60 1811 Germacrene B 152.8 146.3 167.3 155.8 158.2 157.5 148.7

61 1825 Nerol 20.5 21.9 25.1 21.5 21.7 28.3 23.5

62 1840 (E)-2-Dodecenal 12.8 12.8 13.9 12.0 12.9 13.7 12.4

63 1968 Caryophyllene oxide 6.2 5.3 6.2 5.6 4.5 5.1 5.0

64 1982 Nerolidol 121.9 116.6 135.0 120.0 109.6 123.1 123.7

65 2019 β-bisabolol 165.7 161.6 178.1 158.8 159.4 159.9 157.6

66 2043 β-Farnesol 36.7 30.2 42.3 35.3 35.7 38.5 28.2

67 2064 Elemol 87.8 81.0 94.6 81.1 76.8 84.0 78.7

68 2085 α-Bisabolol 169.9 160.6 201.4 165.2 169.2 180.8 162.0

69 2096 α-Cedrol 277.9 283.1 320.1 282.9 291.9 297.0 279.8

70 2223 α-Eudesmol 126.9 120.2 133.4 120.9 122.8 123.0 119.5

71 2344 (E)-farnesol 68.1 64.1 75.8 69.5 69.5 70.4 77.4

Total 15,785.4 16,359.2 18,208.3 17,819.7 18,868.3 17,662.9 17,109.2

1)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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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8.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in non-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dried

ginger at dose of 1, 3, 5, 7, 10 and 30 kGy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1 849 Ethyl acetate 3.1 3.4 4.0 4.2 3.1 3.4 3.3

2 912 Ethanol 2.0 2.3 1.3 0.9 1.4 3.8 2.3

3 973 Tricyclene 9.8 10.3 10.9 11.3 11.4 12.3 13.6

4 981 Ocimene 1.7 2.3 0.7 2.0 2.5 2.7 2.1

5 988 α-Pinene 144.1 161.2 169.9 167.1 163.4 182.4 198.6

6 1034 Camphene 460.9 501.6 554.9 521.8 491.6 540.3 593.8

7 1049 Hexanal 7.1 7.1 8.4 7.2 7.4 8.4 7.4

8 1073 β-Pinene 18.6 21.4 23.2 22.6 21.0 22.6 23.1

9 1087 Sabinene 11.7 14.9 14.9 15.2 14.2 14.8 15.2

10 1134 β-Myrcene 149.5 165.1 172.3 168.5 161.3 166.3 165.9

11 1138 α-Fenchene 4.6 4.7 5.0 4.5 4.8 4.9 5.0

12 1153 2-Heptanone 5.2 5.2 5.5 4.6 5.1 5.3 4.6

13 1169 Limonene 179.7 198.3 208.8 208.0 196.5 201.2 208.7

14 1181 β-Phellandrene 841.7 933.1 1020.6 988.0 945.6 967.1 972.4

15 1184 1,8-Cineole 296.1 302.3 340.3 322.5 312.6 322.5 329.3

16 1214 γ-Terpinene 3.7 4.1 3.9 4.7 4.3 4.3 4.3

17 1239 ρ-Cymene 11.3 12.0 13.1 13.2 12.4 13.0 15.6

18 1253 Terpinolene 25.9 27.3 27.6 29.2 27.1 28.2 28.3

19 1360 Octanal 6.8 6.9 7.3 6.5 7.0 7.1 6.1

20 1277 Perillene 6.0 6.8 6.4 7.3 6.6 6.2 6.7

I.S2) 1282 Butylbenzene - - - - - - -

21 1295 2-Heptanol 16.5 18.0 18.6 18.1 18.1 18.9 18.7

22 1307 6-Methyl-5-heptene-2-one 33.6 28.8 28.4 27.4 29.2 26.2 23.5

23 1362 2-Nonanone 9.5 10.2 10.8 11.4 10.3 10.8 10.5

24 1399 (E)-2-Octenal 9.5 10.3 10.4 10.5 9.5 9.8 9.3

1)Retention index 2)Internal standard



- 430 -

Table 2-98.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25 1443 δ-Elemene 25.6 26.4 29.9 28.5 24.3 25.5 23.5

26 1451 Citronellal 35.3 35.2 39.1 36.2 35.3 34.6 32.6

27 1455 Cyclosativene 50.4 51.6 60.9 56.8 48.0 51.5 48.3

28 1466 α-Copaene 68.9 71.8 82.8 78.9 67.4 72.2 69.0

29 1489 Camphor 12.9 12.3 13.3 13.1 12.7 11.5 11.8

30 1495 2-Nonanol 11.5 13.3 14.6 14.0 13.0 13.2 12.8

31 1514 Limonene oxide 15.9 14.8 15.4 17.4 16.9 16.5 15.0

32 1522 Linalool 72.4 74.1 76.9 73.3 71.9 73.8 71.8

33 1529 (E)-β-Bergamotene 43.3 44.7 51.3 47.0 41.9 45.3 42.4

34 1543 (E)-p-2-menthen-1-ol 12.9 10.2 13.7 19.6 12.3 13.6 13.9

35 1556 Bornyl acetate 7.3 7.2 7.4 7.5 7.4 7.7 7.0

36 1559 Aromadendrene 22.0 22.6 25.7 25.0 22.5 24.6 24.0

37 1564 β-Elemene 71.6 68.1 94.1 91.0 66.9 69.0 69.7

38 1567 Isocaryophyllene 4.1 4.9 7.7 8.3 3.5 4.8 6.8

39 1573 2-Undecanone 67.7 71.0 84.6 79.8 71.2 72.7 72.6

40 1578 4-Terpineol 20.8 21.0 23.6 25.1 24.8 24.2 20.9

41 1588 α-Gurjunene 10.9 11.7 9.9 8.2 11.8 13.9 16.4

42 1600 Myrtenal 7.6 7.9 8.2 8.1 7.1 8.0 6.4

43 1617 (E)-2-Decenal 25.2 25.7 30.6 28.4 28.9 28.5 28.4

44 1620 α-Humulene 28.2 22.6 29.5 24.7 28.9 30.5 28.5

45 1640 (Z)-β-Farnesene 138.2 160.5 171.2 164.7 153.9 156.5 151.9

46 1658 (Z)-Citral 463.9 419.6 523.1 505.9 451.4 454.5 445.6

47 1664 γ-Muurolene 26.0 25.9 28.7 27.9 31.8 26.6 34.1

48 1676 α-Terpineol 99.1 95.6 107.2 99.7 97.3 102.2 103.1

49 1688 Germacrene D 598.2 601.2 655.8 599.9 599.7 638.4 510.9

50 1696 α-Cedrene 352.6 297.6 327.8 344.0 312.7 344.8 355.0

1)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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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8. Continued

(unit: mg/kg)

Peak

No.
R.I.1)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kGy 1 kGy 3 kGy 5 kGy 7kGy 10 kGy 30 kGy

51 1711 α-Zingiberene 3775.6 4945.9 6313.9 5678.0 5149.5 5639.8 5552.0

52 1715 β-Bisabolene 1751.1 811.8 871.0 845.2 849.3 1040.8 1010.1

53 1731 (Z,E)-α-Farnesene 1549.5 1557.0 1944.2 1754.2 1512.4 1630.7 1568.9

54 1741 δ-cadinene 129.1 125.4 152.5 144.8 123.4 133.4 133.6

55 1760 β-Sesquiphellandrene 2751.5 2770.3 3440.1 3095.9 2811.2 3032.9 3019.4

56 1762 α-phellandren-8-ol 6.5 8.3 3.9 5.4 6.7 11.6 6.9

57 1773 Myrtenol 13.0 12.2 9.7 11.3 12.3 4.0 12.1

58 1782 Geranyl acetate 3.9 4.4 8.5 8.1 3.8 6.1 3.5

59 1788 2-Tridecanone 6.9 6.7 6.8 7.6 7.2 6.1 6.3

60 1811 Germacrene B 152.8 155.5 191.7 172.1 151.2 154.7 157.8

61 1825 Nerol 20.5 21.9 22.2 21.6 21.1 22.4 23.4

62 1840 (E)-2-Dodecenal 12.8 14.7 16.6 15.6 13.9 14.8 13.6

63 1968 Caryophyllene oxide 6.2 5.9 4.5 6.6 5.3 6.3 5.6

64 1982 Nerolidol 121.9 116.1 126.0 121.7 120.5 116.8 119.1

65 2019 β-bisabolol 165.7 158.5 187.7 170.3 155.9 156.8 159.3

66 2043 β-Farnesol 36.7 37.9 52.2 42.0 30.8 37.1 30.4

67 2064 Elemol 87.8 81.4 96.8 91.7 79.4 79.1 81.6

68 2085 α-Bisabolol 169.9 180.0 197.6 169.8 155.1 161.1 180.6

69 2096 α-Cedrol 277.9 297.6 323.9 298.7 273.6 271.4 293.2

70 2223 α-Eudesmol 126.9 118.8 138.8 129.5 118.9 117.4 120.8

71 2344 (E)-farnesol 68.1 65.3 74.9 67.0 62.6 62.8 65.2

Total 15,785.4 16,170.7 19,383.7 17,866.8 16,394 17.653.2 17,454.1

1)
Retention 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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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9. Relative content of functional groups in ident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n

non- and gamma irradiated dried ginger at 1, 3, 5, 7, 10 and 30 kGy

Functional Group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Alcohols 18 11.44 18 7.88 18 8.03 18 7.33 18 7.00 18 7.72 18 7.63

Aldehydes 8 3.60 8 3.31 8 3.11 8 2.99 8 2.86 8 3.05 8 3.21

Esters 3 0.09 3 0.09 3 0.09 3 0.09 3 0.08 3 0.10 3 0.09

Hydrocarbons 33 83.83 32 87.83 32 87.94 32 88.75 32 89.25 32 88.27 32 88.16

Ketones 6 0.86 6 0.73 6 0.68 6 0.69 6 0.67 6 0.71 6 0.75

Miscellaneous 3 0.18 3 0.16 3 0.15 3 0.15 3 0.14 3 0.15 3 0.16

Total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70 100

Table 2-100. Relative content of functional groups in identified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n non- and electron beam irradiated dried ginger at 1, 3, 5, 7, 10 and 30 kGy

Functional Group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30 kGy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No. Area%

Alcohols 18 11.44 18 10.98 18 10.23 18 10.26 18 10.55 18 10.27 18 9.65

Aldehydes 8 3.60 8 3.26 8 3.32 8 3.46 8 3.42 8 3.20 8 3.15

Esters 3 0.09 3 0.09 3 0.10 3 0.11 3 0.09 3 0.09 3 0.08

Hydrocarbons 33 83.83 33 84.67 33 85.44 33 85.18 33 85.22 33 85.53 33 86.22

Ketones 6 0.86 6 0.83 6 0.77 6 0.81 6 0.54 6 0.75 6 0.74

Miscellaneous 3 0.18 3 0.17 3 0.14 3 0.18 3 0.18 3 0.16 3 0.16

Total 71 100 71 100 71 100 71 100 71 100 71 100 7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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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된 향신료의 휘발성 유기성분 특성

우리나라 국민의 다소비 향신료인 고춧가루, 대파, 마늘 및 생강을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

사하여 관능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를 확인하였다. 방사선(감마선,

전자선) 조사된 샘플에서 선원에 따른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 차이는 확인되지 않아 대체

적으로 대조군과 비슷한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선량에 따른 각 화합물의 함량은 다양하였

다. 방사선(감마선, 전자선) 조사 후에 고춧가루와 생강의 휘발성 유기성분의 총량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파의 경우 저선량에서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30 kGy 시료

에서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마늘은 저선량에서 증가하다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방사선 조사된 시료에서만 동정된 방사선 조사된 1,3-bis

[1,1-dimethyl-ethyl]-benzene은 고춧가루, 대파, 마늘에서만 확인되었으며 고춧가루에서는

조사선량에 따라 함량이 증가하였고 마늘은 5 kGy, 대파는 3 kGy에서부터 발견되어 확인

되지 않은 선량에서도 SIM mode를 적용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포장재의 분해산물 분석

PE, PET, PP, PS를 시료로 하여 추출방법에 따른 휘발성 유기성분의 추출조건을 실험하

였다. 분리시간이 짧고 방법이 간단한 SPME(solid phase microextraction, Supelco, USA)방

법을 시도하였으나 저비점 화합물의 회수율이 낮아 적합하지 않아(Fig. 2-나-3-26, 28, 30,

32) 본 실험에서는 연속수증기증류추출(simultaneous steam distillation and extraction,

SDE, Normschliff, Germany) 장치를 이용하여 추출하여 휘발성 유기성분을 분석하였다.

▪ Polyethylene(PE)

방사선 조사된 Polyethylene(PE)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성분을 SDE방법으로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62에, SPME 방법으로 추출한

chromatogram은 Fig. 2-63에 나타내었으며 확인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은 Table 2-101

에 나타내었다. 동정된 성분 중 Ethyl acetate, ethanol 및 2,5- dimethylhexane은 선량별 각

기 다른 생성량을 확인하였고 이들 화합물은 용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포장재의 항산화성분에서 유도된 것으로 사료되는 1,3-Bis[1,1-dimethyl- ethyl]-benzene은

방사선 조사된 시료에서만 검출되었으며 선량이 증가할수록 함량이 증가하였다(R2=0.950).

그러나 2,4-Bis[1,1-dimethyl- ethyl]-phenol의 함량은 방사선 조사 시료 뿐만 아니라, 비조사

시료에서도 검출 되어 방사선 지시물질로 확인 할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합성수지필름에

는 수지원료량의 약 0.05～1% 수준으로 항산화제가 첨가되며 Polyethylene 중의 BHT,

Irganox 1076, Irganox 1010, Samtomox R, Ionox 330과 같은 페놀계 항산화제들은 제조 중

고온처리(200-250℃) 또는 자외선에 의하여 산화되어 변형되고 약 10% 정도가 혼합용융과

정에서 기화 또는 손실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식품포장재에 사용되는 항산화제는 저분자

부터 고분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고분자로 갈수록 식품으로의 이행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어 고분자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Azuma 등은 전자선 조사된 LDPE에서 Headspace에 의한 방법으로 휘발성 물질을 찾아

내었으며 hydrocarbons, 방사선 조사 중 공기의 산화에 의한 부산물인 aldehydes와

ketones 및 carboxylic acid라고 발표한 바 있다. 종류별 발생된 compound의 양은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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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정량적인 차이가 있어 선원, 실험 온도, 시료, 실험방법 및

radiation energy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2-62. GC/MS total ion chromatogram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on- and irradiated

polyethylene by 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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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3. GC/MS total ion chromatogram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on- and irradiated

polyethylene by S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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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1.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from non- and irradiated PE

(Unit: mg/kg)

No. R.T.1) R.I.2)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20

1 7.5 826 Ethyl acetate 128.71 183.77 171.53 176.20 180.12 116.04

2 9.1 868 Ethanol 4.64 27.14 14.24 30.33 30.56 6.47

3 9.9 887 2,5-Dimethylhexane 21.69 23.71 21.09 10.53 10.06 -

I.S3) 25.3 1216 Butylbenzene - - - - - -

4 31.2 1300 1,3-Bis[1,1-dimethylethyl]-benzene - 2.02 8.26 17.96 23.56 38.10

5 46.6 1531 2,4-Bis[1,1-dimethylethyl]-phenol 24.37 31.01 35.41 36.46 37.63 19.99

Total 179.41 267.65 250.53 271.48 281.93 180.60

1)Retention time, 2)Retention index, 3)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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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ethyleneterephthalate(PET)

방사선 조사된 Polyethyleneterephthalate(PET)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성분을 SDE방법으로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64에, SPME 방법으로 추출한

chromatogram은 Fig. 2-65에 나타내었으며 확인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은 Table 2-102

에 나타내었다. SDE 방법과 SPME 방법을 비교한 결과 SPME 방법을 사용한 시료의 경우

Fiber 안의 오염물질들과 동정 화합물의 회수율이 많이 낮아 실험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았

으며 SDE 방법을 통하여 PET의 휘발성분을 확인하였다. 동정된 성분 중 Ethyl acetate,

ethanol등은 용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폴리머 분해산물인 1,4-diphenyl-2

-butene도 확인되었다. 1,4- Diphenyl-2-butene의 함량은 1, 3, 5, 10 및 20 kGy로 조사하였

을 때 비조사 시료와 비교하여 각각 6.84, 6.57, 6.88, 6.66 및 4.48배로 증가하였다.

Palmitic acid는 고체 지방산의 하나로 동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며 대부분 유지에도 함유

되어 방사선 조사된 PET에서도 꾸준히 확인되었는데 이는 palmitic acid의 에스테르, 금속

염, 알코올, 아마이드 등의 유도체가 공업적으로 중요하며 도료나 그리스 플라스틱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11). 이는 비조사 시료에서도 검출 가능하여 방사선 지시

물질로 판단할 수 없었다. 또한 Acetic acid는 PET 병 제조에 투입되는 성분으로서 방사선

조사 후에도 일정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결과적으로 방사선 조사에 유도되는 휘발성분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같은 실험조건에서도 방사선 조사된 1,4-Diphenyl-2-butene의 함량이 대

조군보다 더 높게 관찰됨에 따라 고온의 의한 영향보다는 radiation energy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102.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from non- and irradiated PET

(Unit: mg/kg)

No. R.T.1) R.I.2)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20

1 7.5 905 Ethyl acetate 191.79 171.06 173.79 199.94 196.53 158.51

2 9.2 949 Ethanol 137.37 67.20 97.13 136.98 98.34 78.53

I.S3) 25.2 1310 Butylbenzene - - - - - -

3 31.1 1453 Acetic acid 3.24 2.89 3.06 2.83 2.75 4.01

5 36.6 1598 Palmitic acid 31.89 33.48 38.61 37.32 33.57 24.21

6 36.7 1601 1,4-Diphenyl-2-butene 10.22 69.91 67.23 70.34 68.12 45.81

Total 374.51 344.54 379.82 447.41 399.31 311.07

1)Retention time, 2)Retention index, 3)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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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4. GC/MS total ion chromatogram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on- and irradiated

Polyethyleneterephthalate by SDE.

Fig. 2-65. GC/MS total ion chromatogram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on- and irradiated

Polyethyleneterephthalate by S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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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propylene(PP)

방사선 조사된 Polypropylene(PP)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성분을 SDE방법으로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66에, SPME 방법으로 추출한

chromatogram은 Fig. 2-67에 나타내었으며 확인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은 Table 2-103

에 나타내었다. 제조공정 중 용매에서 기인되는 Ethyl acetate와 ethanol 성분은 방사선 조

사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PE의 방사선 조사 지시물질로 확인된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을 확인하였다. 이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함

량도 증가하였으며 PE와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어 PP와 PE는 포장재 제조시 첨가한 항

산화제 성분의 양이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 밖에 저분자 항산화제로 식기 또는 식

품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는 BHT(Butylated

hydroxytoluene)는 모든 시료에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포장재에는 고분자 항산화제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이며 저분자 항산화제보다 식품으로의 이행이 낮으므로 위생적으로 많

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고분자 항산화제와 저분자 항산화제가 같

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시료에서만 확인된 1,3-Epoxytetradecane은 조사선

량에 따른 함량변화는 보이지 않아 방사선 조사 공정 중 산화에 의한 화합물로 생성된 것

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4-Bis[1,1-dimethyl- ethyl]-phenol은 조사선량에 따라 함량이 증가

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조사 시료에서도 소량 관찰되어 PE와 동일한 경향임

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방사선 조사된 PP의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지만

polypropylene copolymer를 5 kGy로 조사한 결과 여러 methylketone들, hydrocarbon류와

antioxidant의 분해 생성물이 생성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런 보고는 본 연구와 약간의 차

이가 있는데 이는 휘발성 물질의 양은 방사선 조사 환경, 시료, 추출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

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항산화제의 방향성에 따라 여러 keto 화합물이 형성

되며, 형성된 휘발성 물질의 양은 방사선 조사 시 현존하는 산소의 양과 식품의 성상에 따

라 다르며, PP에 잔존된 휘발성 물질이 3개월간 존재하고 특히 분해생성물이 식품으로 이

행되므로 독성평가 및 관능 위해요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103.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from non- and irradiated PP (Unit: mg/kg)

No. R.T.1) R.I.2)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20

1 7.5 906 Ethyl acetate 277.50 273.11 271.72 299.50 264.43 195.99

2 9.1 948 Ethanol 64.14 30.31 67.59 62.61 60.47 59.57

I.S3) 25.3 1311 Butylbenzene - - - - - -

3 30.3 1432 1,3-Bis[1,1-dimethylethyl]-benzene - 10.52 12.57 15.83 22.48 44.42

4 41.6 1912 BHT 13.23 15.63 14.22 13.19 14.04 14.17

5 43.6 2083 1,2-Epoxytetradecane - 17.74 18.61 17.59 19.45 26.16

6 46.5 2197 2,4-Bis[1,1-dimethylethyl]-phenol 2.36 20.59 37.56 30.69 51.01 51.50

Total 357.23 367.9 422.27 439.41 431.88 391.81

1)Retention time, 2)Retention index, 3)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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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6. GC/MS total ion chromatogram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on- and irradiated

polypropylene by S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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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7. GC/MS total ion chromatogram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on- and irradiated

polypropylene by S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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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ystyrene(PS)

방사선 조사된 Polystyrene(PS)에 함유된 휘발성 유기성분을 SDE방법으로 추출한 후

GC/MS로 분석하여 얻은 chromatogram은 Fig. 2-68에, SPME 방법으로 추출한

chromatogram은 Fig. 2-69에 나타내었으며 확인된 휘발성 유기성분의 조성은 Table 2-104

에 나타내었다. Polystyrene은 열가소성 플라스틱의 하나로 가볍고, 맛과 냄새가 없으며 생

활 용품·장난감· 전기절연체· 라디오와 TV 케이스, 포장재에 사용된다. 동정된 성분 중

Toluene, ethylbenzene은 IUPAC 명으로 각각 methylbenzene, phenylethane으로 불리우며

비조사 시료와 조사시료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Pseudocumene인

1,2,4-trimethylbenzene, 6,6-dimethylfulvene, propyl benzene, annulene, acetophenone,

1,3-diphenyl- propane 등도 조사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확인되었으며 휘발성 유기성분의

총량은 고선량에서 감소하였다. 대부분의 화합물들은 Styrene monomer로 제조공정 중의

성분이나 산화개열 산물들이며 peter 등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Polystyrene을 제조

할 때 PE, PP와 같이 비슷한 값으로 항산화제를 첨가하게 되는데 PE나 PP는 고분자 항산

화제에서 유도되는 분해산물들이 확인되었으나 PS에서는 유도산물이 확인되지 않아 PS보

다 PE나 PP가 radiation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104. Volatile organic compounds identified from non- and irradiated PS

(Unit: mg/kg)

No. R.T.1) R.I.2) Compound name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20

1 7.5 905 Ethyl acetate 353.93 381.57 199.48 288.21 374.84 148.88

2 9.1 948 Ethanol 121.89 113.13 36.74 49.33 113.34 14.05

3 13.3 1038 Toluene 113.91 97.47 100.14 106.88 94.24 59.64

4 17.5 1122 Ethylbenzene 76.60 58.39 69.56 65.23 62.92 61.41

5 18.1 1137 0-Xylene 11.11 8.74 10.41 9.47 9.21 7.54

6 19.4 1170 1,2,4-Trimethylbenzene 12.32 10.60 12.78 11.63 10.48 9.62

7 19.9 1180 6,6-Dimethylfulvene 7.36 5.88 6.73 6.14 5.69 5.42

8 20.9 1204 Propyl benzene 11.26 9.47 11.61 10.69 8.95 8.14

9 22.9 1254 Annulene 498.10 406.92 465.32 447.56 429.86 141.47

I.S3) 25.3 1311 Butylbenzene - - - - - -

10 37.8 1655 Acetophenone 10.60 83.64 146.53 18.52 12.08 1.18

11 46.8 2201 1,3-Diphenylpropane 1.26 1.31 1.23 1.52 1.30 8.30

Total 1,218.34 1,177.12 1,060.53 1,015.18 1,122.91 465.65

1)
Retention time,

2)
Retention index,

3)
Inter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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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8. GC/MS total ion chromatogram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on- and irradiated

polystyrene by SDE.

Fig. 2-69. GC/MS total ion chromatograms of volatile organic compounds in non- and irradiated

polystyrene by SP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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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선 조사식품 7종(곡류, 두류, 근채류, 향신료 및 복합조미료)의 물리적마커

확보 및 조사 특석 분석

가. 방사선 조사 후 저장조건에 따른 식품의 물리적 변화인자 탐색연구

1) 연구의 필요성

국내의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연구개발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40여 년에 걸쳐

수행되어 2009년 현재 26개 식품(군)이 정부로부터 감마선(Co-60) 조사가 가능하도록 허가되어

있다. 동시에 상업적 조사시설도 2기[그린피아기술(주); 소야(주)]가 준공되어(1987, 2002) 현재

의료용품의 멸균과 일부 수출용 식품이나 국내에서 허가된 가공식품 제조용 부원료들이 상업

적인 규모로 처리되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식품조사기술

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와 관련된 국제적 현황은 지난 반세기에 걸쳐 기술의 타당성과 조사식

품의 안전성이 연구되어 세계기구(WHO/FAO/IAEA 등)와 50여 개국의 보건당국에 의해 인정

되었으며, 현재 약 40개국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이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사식품의 상업화에 따라 정부에서는 조사식품의 표시규정(labeling)을 바탕으로 유통 및

수입 관리를 통한 소비자들의 이해 증진과 국가간 교역 증진에 대비한 기술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는 감마선(Co-60, Cs-137), 전자선(10 Mev 이하) 및 X선(5 MeV 이하)이

Codex 규격에 의해 허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는 Co-60 감마선만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조사식품의 수입관리에 있어서는 전자선이나 X선 조

사식품에 대한 기술적, 제도적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은 방사선 에너지의 흡수에 의해

물리․화학․생물학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 있으며, 이는 조사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조사된 식

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마커(marker)로 활용될 수 있다. 지금까지 방사선 조사식품의 조사 여

부를 검지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 방법들이 국내외적으로 연구되어 EU의 CEN기준과 국내에

서는 PSL-TL, ESR, GC-MS 확인법에 대한 식품공전기준이 고시되었다. 하지만 조사식품의 확

인법은 정확성과 신속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하므로, 국내에서는 우선 조사식품의 물리

적 변화인자를 확인하는 검지법의 표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특히 방사선 조사선원

과 에너지 준위별, 조사 후 저장기간 및 유통 조건별 검지마커들의 탐색과 변화여부의 DB화

연구는 조사식품의 안전관리, 교역․유통의 확대 및 소비자 신뢰도 증진을 통한 관련 산업화의

활성화와 대외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시급히 요구된다.

세계 약 40개국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상업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조사식품이 국내외 시장에

서 유통됨에 따라 이들의 효과적인 유통관리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조사

식품의 표시규정(labeling)을 바탕으로 유통 및 수입 관리를 통한 소비자들의 이해 증진과 국가

간 교역 증진에 대비한 기술적,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국내는

Co-60 감마선만이 허용되어 있으므로 전자선과 X선까지 허용된 제외국의 조사식품 수입 관리

에 있어서는 조사선원과 조사 후 저장기간 별 검지가능기술의 확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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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농산물 수출입 자료와 방사선 조사 허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곡

류(밀, 옥수수), 두류(강낭콩, 서리태), 근채류(양파, 감자, 마늘), 향신료(후추가루, 고춧가루), 복

합조미식품(스프류, 조미료) 등 총 13종을 구입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방사선 조사

실험에 사용된 농산물은 국내·외적으로 사용이 허가된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KAERI의 Co-60 감마선 조사선원((100 kCi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전자선 조사는 이비테크(주)의 electron

beam accelerator(2.5 MeV, EB-TECH, Daejeon, Korea)을 이용하여 국내 식품공전에 허가된 선

량범위를 고려하여 곡류 및 두류는 1~10 kGy, 근채류는 0~1 kGy, 복합조미식품 및 향신료는

1~20 kGy 범위의 선량으로 조사하여 처리 직후 및 저장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저장

방사선 조사된 시료의 저장실험을 위하여 국내에서 허가되어 있는 감마선 조사 시료를 대

상으로 polyethylene film으로 포장한 다음 저온(4±2℃) 및 실온(20±6℃)에서 2년 간 저장하면

서 조사식품의 판별가능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통 중 빛에 의한 판별마커들의 변화를 확

인하고자, 근채류 모델시료를 대상으로 암실, 직접채광, 간접채광 등 세 가지 조건으로 나누어

24개월 동안 실험을 실시 중에 있다.

방사선 조사시료의 물리적 확인 시험

- 광자극 발광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

▪ PSL 분석 원리

대부분 농산물에는 silicate나 bioinorganic material이 발견되는데 이러한 물질들이 전리 방사

선에 노출되었을 때 구조적인 trap에 갇히게 된다. 여기에 optical stimulation을 가하면 에너지

가 여기상태로 올라갔다가 기저상태로 돌아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측

정하여 검지방법에 응용하는 것이다(Johnston and Stevenson 1990). PSL 측정은 TL과 유사한

원리를 가지고 있으나 TL측정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고 신속한 방법으로 TL, ESR, GC-MS분

석 등에 앞서 screening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PSL 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및 측정

PSL 분석용 시료는 원형 및 분말 시료의 상태로 사용하되, 다른 시료나 토양 등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분리하여 측정할 때는 암소에 보관하면서 최대한 빛이 차단된 장소에서

cross-contamination을 피하도록 한다. PSL 측정 시 disposable petridish에 담은 후 SURRC

Pulsed PSL system의 시료 chamber에 넣은 후 PSL photon count를 측정하였다. PSL

system(Serial 0021, SURRC, Scottish universities research and Reactro Centre,UK)은 적색 또

는 갈색 등이 설치된 암실에서 최대한 빛이 차단된 장소에 시료를 보관하면서 측정하였다. 곡

류, 두류 및 향신식품은 약 4~5 g씩, 복합조미식품 및 근채류는0.1~1 g을 취하여 disposable

petridish에 담아 PSL system시료 chamber에 넣고 PSL photon count(PCs)를 3회 반복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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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측정결과에 사용된 threshold value는 T1=700 photon counts/60 s와 T2=5000 photon

counts/60 s이었다(EN13751 2002; Schreiber 1996).

- 열발광 (Thermoluminescence, TL) 분석

▪ TL 측정의 원리

농산물이나 식품은 수확, 가공, 저장 및 유통 과정 중에서 흙이나 이물질 형태의 미네랄이

혼입될 수 있다. 식품의 TL 분석은 방사선 선량계(radiation dosimetry)의 원리를 응용하여 식

품에 혼입된 이 물질 형태의 광물질(silicate, feldspar, quartz, carbonate)의 발광 특성을 응용하

는 방법이다(Mamoon et al. 1994; Chung and Kwon 1998; Schreiber et al. 1993; Schreiber

et al. 1994). 식품에는 광물질(silicate mineral)을 포함하고 있는데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광

물질에 에너지가 저장되게 된다. 그리고 thermoluminescence에서는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TL glow curve를 측정 할 수 있다. 즉, 광물질은 전리 방사선의 흡수량에 따라 electron의 에

너지 상태가 여기 상태로 변화되었다가 기저 상태로 떨어지고 일부 electron은 특정 위치에 갇

히게 된다. 이들 electron은 오랜 기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때 광물질의 온도를 일정 조

건에서 상승시킴으로써 갇혀 있던 electron의 에너지 상태가 다시 열자극에 의해 여기상태를

거쳐 기저 상태로 되면서 흡수된 에너지의 양만큼 light emission 현상이 발생된다. 그러므로

미네랄의 방사선 흡수선량에 따라 일정 온도 범위에서 독특한 TL glow curve를 나타내게 된

다. 이때 나타난 일정 온도범위의 glow curve를 적분하여 면적값을 구하여 조사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Schreiber et al. 1993; Schreiber et al. 1994; Schreiber et al. 1995).

▪ TL 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TL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mineral의 추출공정이 필요하다. Mineral 추출은

whole 및 powder sample을 약 0.5～1 kg의 양을 water rinsing, hand picking등의 방법으로

mineral을 채취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whole 및 powder sample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가해 ultrasonic agitator에서 10분간 진탕시킨 후 다시 water rinsing하고 이 현탁액을 mass

125 ㎛ sieve에 통과 시켜 일정시간 정치시킨 후 침전물을 취하였다. 침전물은 test tube에 옮

겨 담은 후 정치하여 vacuum pump를 이용해 상층액을 버린다. 여기에서 얻어진 잔사에 침전

물에 대해 비중이 큰 Sodium polytungstate solution(2.0 g/mL) 5 mL을 가하여 유기물을 제거

하고 증류수로 수회 반복 세척하였다. 일반적으로 혼입된 mineral에는 carbonate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 carbonate는 재조사 후 측정시 1차 측정에서의 glow curve peak에 대해 shifting을

초래하므로 1 N - HCl 2 mL를 가해 10분간 암소에서 정치하여 carbonate를 제거하였고 1 N

- NH4OH 2 mL를 가해 중화 시켰다. 중화된 mineral은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 acetone

10 mL로 몇 차례 세척한 후 건조 시켰다. 건조된 mineral 0.2~2 mg을 aluminium disc(Φ 6

mm)에 옮겨 담고 50℃ incubator에서 12～24시간 정도 예열 한 후 측정 직전 액상 silicone으

로 고정시키고 TLD system(Harshaw TLD-4200, Ga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EN1788

2002).

▪ TL 측정방법

준비된 mineral의 TL spectra 측정은 TL 측정시 외부 noise에 의한 영향을 받으므로 암실조

건에서 충분한 시간동안 TLD system(Harshaw, TLD-4200, Germany)을 켜놓고 준비한 다음,

high pure N2 gas(99.9％)를 흘려보내면서 Table 2-105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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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5. Analytical conditions for thermoluminescene of irradiated samples

Specification Condition

Preheat temperature 50℃

Temperature rate 5℃/sec

Maximum temperature 400℃

Acquire time 70 sec

Anneal temperature 400℃ (5 sec)

▪ TL intensity normalization 시험

TL은 미네랄이 가공, 저장 중 혼입된 시료는 모두 검지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점 이외에도

대조구 없이 조사여부 확인 및 흡수선량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TL 측정시 최고온도(400℃)

에 달하면 5초간 400℃로 annealing을 해주며, 이로써 시료의 미네랄 내에 있던 모든 TL 특성

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이 시료에 대해 알고 있는 선량으로 미네랄에 방사선을 조사

하면 흡수선량만큼의 TL 특성을 얻게 되고 이를 TL을 측정해 나타난 glow curve의 150～25

0℃의 면적값을 구한다. 각 시료에서 나타나는 glow curve intensity의 normalization을 위해서

1차 glow curve(TL1)를 측정한 후 다시 감마선 조사시설(KAERI)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간당

일정한 선량률로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실시하여 2차 glow curve(TL2)를 측정하였

다. 처음 측정시 얻은 면적값을 TL1이라 하고 재조사 후 측정해서 구한 면적값을 TL2라 하며

TL2에 TL1의 값을 TL ratio(TL1 glow curve/TL2 glow curve의 면적)라하고 이 TL ratio를

threshold value로 삼아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이론상 흡수선량 예측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1차 TL 측정에서 TL ratio 산출까지 일련의 과정을 normalization이라 하며, 1 kGy를

재조사 하여 TL1/ TL2 면적 값을 구하고, TL ratio 값이 0.1 이하이면 비조사구로, 0.1이상이

면 조사구로 판단한다(EN1788 2002).

- 전자스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ESR) 분석

▪ ESR 분석 원리

식품과 방사선의 상호작용은 분자 결합의 붕괴로 자유라디칼과 이온을 형성한다. 자유라디칼

은 일반적으로 물과 같은 다른 물질과 쉽게 결합하여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라디칼 중 일부

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단단한 뼈나 각피 같은 결정 구조로 고체 모체에 사라지지 않고 잡혀

그 식품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랜 기간 존재한다. 이 라디칼들을 ESR 기기로 측정하

는 것이다.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에 이용되는 식품의 종류는 확인하는 radical의 종류에 따

라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cellulose radical을 함유하는 식품, crystalline sugar유래의

multicomponent signal을 가지는 radical을 함유한 식품, 그리고 뼈를 구성하는 hydroxyapatite

유래의 radical을 함유하는 식품이다(EN1786 2002; EN13708 2002; EN1787 2002). 전자는 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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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결합으로 짝지워진 2가지 스핀 상태를 유지한다. 짝이 없는 전자는 자장하에 줄을 서서 짝

모멘트가 자장에 수평이나 반수평 상태로 된다. 이들 두 상태는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있어

단파장 에너지를 흡수하여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의 에너지로 여기 된다. 이 원리를 이용하

여 시료를 전자선의 극점 사이에 놓고 전자장이 변함에 따라 전자스펙트럼의 9 GHz 대역에서

단파장 흡수를 조사한다. 짝이 없는 전자의 정보는 이 스펙트럼의 위치와 형태로 알 수 있다

(Stewart et al. 1994; Eric 1995).

▪ ESR 분석용 시료의 전처리

ESR 분석을 위한 시료의 전처리는 whole 시료는 분쇄하여 껍질 부위를 채취하고 분말 시료

의 경우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때 분말 시료 및 껍질 시료를 16~20시간 동결 건조시킨 후 분

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 ESR 측정 방법

전처리 시료 일정량 0.2~0.4 g을 ESR pyrex quartz tube에 충진하여 JES-TE300 ESR

spectrometer(Jeol Co., Japan)를 사용하여 아래의 Table 2-106와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Table 2-106. Analytical condition for ESR measurement

Specification Condition

Microwave frequency 9.18~9.22 GHz

Magnetic center field 326~329 mT

Microwave power 0.4~5 mW

Modulation freguency 100 kHz

Sweep width 15 × 25 mT

Time constant 0.03 sec

Sweep time 3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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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방사선 조사 모델시료의 물리적 판별마커 calibration

- 곡류

▪ 조사선원 및 선량 별 광자극 발광 (PSL) 분석 특성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에서 screening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PSL 측정을 실

시하였다. Table 2-107의 결과와 같이 곡류의 낱알 시료의 경우 조사구를 제외한 모든 낱알

시료가 PSL threshold(T1)가 700보다 낮은 photon count 값을 나타내어 방사선 조사되지 않

은 negative 값을 보였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시료에서는 조사선원 즉, 감마선이나 전자선에

상관없이 모든 조사구시료에서 threshold(T2)가 5000보다 높은 photon count 값으로 positive

한 시료들로 확인되었다. 이때 밀의 경우는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photon count 값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옥수수는 감마선과 전자선 모든 시료에서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하여

도 photon count 값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상과 같이 조사선량에 따라 photon

count 값이 유의적으로 변화를 보이지 않은 것은 PSL 측정 시 균일하지 못한 시료의 표면과

시료 자체에 묻어있는 무기질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로 알려져 있다

(Sanderson et al. 1998).

Table 2-107.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irradiated cereals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1 5 10

Wheat

γ-ray 241 ± 281)2)(-)3) 5528 ± 64 (+) 18231 ± 374 (+) 39479 ± 4026 (+)

e-beam 338 ± 34 (-) 9290 ± 1149 (+) 38511 ± 9543 (+) 40870 ± 8199 (+)

Corn

γ-ray 429 ± 38 (-) 6875 ± 1141 (+) 6520 ± 185 (+) 20670 ± 3835 (+)

e-beam 409 ± 39 (-) 9904 ± 264 (+) 7364 ± 696 (+) 11626 ± 2072 (+)

1)Mean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 5000, (-) <T1, T1<(M)>T2,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조사선원 및 선량 별 열발광 (TL) 분석 특성

TL signal을 측정을 위한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혼입된 미네랄의 양이 적은 곡류는 약

0.5~1 kg 이상의 시료를 water rinsing하여 0.2 mg의 미네랄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미네랄을

사용하여 TL을 측정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에 peak가 나타나는 온도 범

위가 peak intensity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즉, Fig. 2-70과 71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저 선량인 1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시료에서 조사 선원에 상관없이 조사 시료 특

이의 peak가 180℃ 전후에서 나타났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서 signal intensity가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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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다. 또한 비조사 시료의 경우에는 280℃ 전후에서 매우 낮은 peak가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실험에서 설정한 최저 조사선량이 signal intensity가 비조사구에서 나타나는 signal

intensity보다 최저 100배 이상의 intensity를 나타내어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구별이 명확하

였다. 또한 밀과 옥수수의 전자선 조사 시료의 경우 감마선과 다소 다른 peak를 나타내었으며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TL intensity가 증가 하였다. 이 때 전자선 조사구의 TL grow curve

intensity는 감마선 조사구보다 훨씬 더 강하였고, 대조구는 감마선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glow

curve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같은 조사선량이라도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 시료의 TL glow curve

pattern과 intensity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이 TL glow curve intensity가 차이가 나는 것

은 방사선 조사선원에 따라 선량률(Gy/sec)에 차이가 날 수 있고, 또한 시료 표면에 묻어있는

무기질의 종류와 양이 재배지역과 토양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Autio and Pinnioja 1990;

Behere et al. 1992; Soika and Delinceé 2000).

그리고 모든 시료에서 peak의 높이 변화는 조사선량에 의존하면서 미네랄의 조성비에 따

라 peak의 높이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TL 측정법에 의한 조사여부 확인에서 일반적으로

TL glow curve 형태상으로 나타나는 peak가 나타나는 온도대와 peak intensity를 대상으로

측정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밀과 옥수수 시료의 감마선과 전자선 모두 TL 검지법 적용 가능성

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곡류로부터 분리한 미네랄의 양에 대한 glow curve intensity의 normalization을 위

해서 1차 glow curve(TL1)를 측정한 다음 다시 재조사(1 kGy)를 실시하여 2차 glow

curve(TL2)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비조사 시료에서는 TL ratio값이 0.003보다 작은 값을 조사

시료에 대해서는 0.2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이미 설정한 비조사구(0.1이하)와 조사구(0.1이

상) TL ratio 기준에 따라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곡

류의 방사선 조사 dose-response를 분석하고자 조사선량과 TL intensity의 관계, 조사선량과

TL ratio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사선량과 TL intensity의 R² = 0.892~0.993, TL ratio와

는 R² =0.984~0.997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2-70.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wheat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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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1.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corn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Table 2-108. TL ratios (TL1/TL2) of inorganic dust minerals separated form irradiated cereal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1 5 10

Wheat
γ-ray  0.0021) 0.258 0.856 1.088

e-beam 0.002 0.286 0.974 1.329

Corn
γ-ray 0.003 0.778 2.056 2.208

e-beam 0.002 0.385 0.631 1.030

1)TL1 intensity/TL2 intensity.

▪조사선원 및 선량 별 전자스핀공명 (ESR) 분석 특성

ESR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의 전처리는 주로 원형시료는 껍질 부분을 취하여 사용하였다.

밀과 옥수수의 ESR spectra 측정결과(Fig. 2-72, 73) 모든 시료에서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특

이적인 signal은 발견되지 않았고 단지 signal intensity만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어서 조사여부를 판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조사선원에 따른 signal

intensity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미지시료를 측정할 때는 대조구가 없기 때문

에 기본적으로 측정기종이 다르거나 modulation width, microwave power 등 측정조건을 변

경할 경우 intensity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이를 이용한 판단결과는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여겨

진다. 따라서 곡류에서는 ESR 특이 signal이 나타나지 않아 곡류의 저장 중 ESR 판별마커 안

정성 실험을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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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2.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wheat at different dose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left, γ-ray; right,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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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3.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corn at different dose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left; γ-ray, righ; e-beam).

- 근채류

▪조사선원 및 선량 별 광자극 발광 (PSL) 분석 특성

선량 및 선원을 달리하여 방사선 조사처리한 근채류의 PSL 측정을 위해 조사 후 빛이 차단

된 장소에서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109에 나타내었다. 조사선량은 0.15 ~ 1.0 kGy

로 감마선 및 전자빔 조사 후 PSL 측정 결과 조사시료들은 모두 양의 값(positive)을 나타내어

조사구 값으로 나타났으나 조사선량에 의한 유의적인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조사시료의

경우 감마선을 처리한 양파만 비조사구 값(negative)을 나타내고 마늘은 1331~4119 photon

counts 값을 나타내어 intermediate 값을, 감자는 15463~71106 photon counts로 조사시료와

마찬가지로 positive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사구에서는 최저선량인 0.15 kGy에서 1×106-7

PCs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선량인 1 kGy에서는 1×107-8 PCs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

다. PSL은 시료에 묻은 silicate나 bioinorganic material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에너지가 저장

되고 여기에 광자극을 가하여 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원리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때 혼입된 미

네랄의 양과 조성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이러한 광물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능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PSL방법은 방사선과 자연방사능의 영향의 차이를 나타낼수 없어 정확한

판별방법 이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Fuochi et al. 2007; Bortolin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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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09.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irradiated root crops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0.15 0.25 0.5 1.0

Potato

γ-ray

71106

±2067.91)2)

(+)
3)

1245439

±135338.1

(+)

5778140

±1308615.1

(+)

9225513

±592540.6

(+)

13603980

±1125137.1

(+)

E-beam

15463.0

±931.2

(+)

6359851

±3856493.3

(+)

8808362

±2270397.3

(+)

8258092

±5905755.5

(+)

6694875

±5746565.4

(+)

Onion

γ-ray

647.3

±73.2

(-)

334797

±38881.8

(+)

479983

±103954.0

(+)

520131

±25106.4

(+)

678789

±74848.3

(+)

E-beam

812.3

±115.8

(M)

647689

±301074.6

(+)

924319

±41196.5

(+)

1378512

±59738.9

(+)

2940497

±171694.0

(+)

Garlic

γ-ray

4119.0

±288.0

(M)

259029

±79982.8

(+)

374333

±66866.9

(+)

425631

±29204.0

(+)

4556768

±1126508.0

(+)

E-beam

1331.3

±57.5

(M)

698642

±190061.6

(+)

1175631

±219324.8

(+)

1699734

±87254.3

(+)

2852986

±1276010.0

(+)

1)Mean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 5000, (-) <T1, T1<(M)>T2,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 조사선원 및 선량 별 (TL) 분석 특성

근채류의 경우 국내 허가 선량이 0.15 kGy이나 본 연구에서는 근채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

선원 및 선량별 물리적 변화인자의 calibration 실험을 위하여 최고선량을 1 kGy까지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추출한 미네랄을 사용하여 TL을 측정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비조사구와 조사시료

구간에 pea가 나타나는 온도 범위와 peak intensity의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즉 Fig. 2-74

~76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저 선량인 0.15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 시료에서

조사선원에 관계없이 조사시료의 특이의 peak가 180~200℃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signal intensity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선원에 따른 TL 특성 분석 결과 대체로 감

마선 시료에 비해 전자빔 시료에서 훨씬 높은 TL glow curve intensity가 나타났다. 또한 TL

ratio(integrated TL1/integrated TL2)의 산출 결과 비조사시료에서는 0.006보다 작은 값을, 조

사시료에 대해서는 0.170보다 높은 갑을 나타내어 비조사구(0.1이하), 조사구(0.1 이상) TL ratio

기준에 따라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값이 뚜렷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근채류의 조사선량과 TL inentsity 및 TL ratio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도출한 결과는

Table 2-110에 나타내었으며, 조사선량과 TL intensity의 관계의 R² =0.828~0.989, TL ratio의

관계의 R² = 0.936~0.999로 intensity에 비해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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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0. TL ratios (TL1/TL2) of inorganic dust minerals separated form irradiated root crop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0.15 0.25 0.5 1

Potato
γ-ray 0.0011) 0.209 0.391 0.763 1.516

E-beam 0.001 0.170 0.331 0.710 1.022

Onion
γ-ray 0.006 0.323 0.492 1.325 2.289

E-beam 0.006 0.189 0.246 0.353 0.580

Garlic
γ-ray 0.002 0.363 0.436 1.298 1.744

E-beam 0.002 0.282 0.274 0.701 1.236

1)TL1 intensity/TL2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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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4.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potato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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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5.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onion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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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6.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garlic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 두류

▪ 조사선원 및 선량 별 (PSL) 분석 특성

서리태와 강낭콩의 PSL 측정결과는 Table 2-111에 나타내었다. 두류의 PSL 측정결과 비조사

시료에서는 309~324 photon counts를 나타내어 negative 값을 나타낸 반면 조사시료에서는

5483~8956 photon counts을 나타내어 positive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뚜렷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두류의 PSL photon counts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그 값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나 조사선원간의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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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선원 및 선량 별 (TL) 분석 특성

조사선원 선량에 따른 두류의 TL 특성 분석 결과는 Table 2-111, 112, Fig. 2-77, 78에 나타내

었다. 두류의 TL glow curve 분석 결과 비조사시료에서는 270~300℃ 부근에서 완만한 glow

curve를 나타내었으나 조시시료의 경우 TL glow curve가 150~250℃ 사이에서 높은 peak 형태

및 intensity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시료와 조사시료간의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두류

의 TL ratio 값은 비조사시료에서는 서리태 0.001, 강낭콩 0.025로 0.1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로 확인하였고 비사시료의 경우 서리태 경우 본 실험에 사용된 최저선량인 1 kGy에서

0.264~0.996, 강낭콩의 0.440~0.532로 0.1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구로 확인 가능하였다. 또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TL intensity 및 TL ratio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TL

intensity 강도는 감마선에 비해 전사선에서 높게 나타났다. 두류의 조사선량과 TL intensiy 및

TL ratio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조사선량과 TL intensity의 관계는 서리태 R² =0.951~0.962, 강낭

콩 R² =0.818~0.908, TL ratio와 관계는 서리태 R² = 0.910~0.995, 강낭콩 0.8981~0.9498로 나타났

다.

Table 2-111.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irradiated legumes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1 5 10

black
soybean

γ-ray 309 ± 331)2)

(-)3)
8956 ± 751

(+)
21857 ± 3164

(+)
34959 ± 12650

(+)

e-beam 309 ± 33
(-)

34523 ± 5568
(+)

60886 ± 5804
(+)

19447 ± 9658 (+)

kidney 
bean

γ-ray 324 ± 66
(-)

5483 ± 806
(+)

14103 ± 10021
(+)

28239 ± 3729
(+)

e-beam 324 ± 66
(-)

8190 ± 1579
(+)

5316 ± 1263
(+)

8337 ± 4139
(+)

1)Mean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 5000, (-) <T1, T1<(M)>T2,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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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2. TL ratios (TL1/TL2) of inorganic dust minerals separated form irradiated legume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1 5 10

black 

soybean

γ-ray 0.0011) 0.264 0.996 0.915

e-beam 0.001 0.996 1.752 1.051

kidney

bean 

γ-ray 0.025 0.440 1.085 1.574

e-beam 0.025 0.532 1.110 1.467

1)Integrated TL1/T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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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7.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black soybean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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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8.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kidney bean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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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선원 및 선량 별 (ESR) 분석 특성

본 실험에서 두류 2종의 시료에 대해 조사선량을 0～10 kGy로 하여 일정시간 동결 건조하여

ESR를 측정하였다. 조사선량에 따른 방사선 조사 유래의 특이 radical의 확인과 ESR signal

intensity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측정 결과, Fig. 2-79, 80서와 같이 비조사구에서는 대칭적

인 unspecific central ESR signal을 보여주었다. 반면 1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는 centeral

signal을 중심으로 저자장과 고자장영역에서 6±0.05 mT 간격으로 peak가 나타나 cellulose

radical에 의한 signal이 나타났다. 이는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한 시료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

으며 선량이 증가할수록 signal의 intensity 역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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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9.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black soybean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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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0.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kidney bean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 향신식품

▪ 조사선원 및 선량 별 (PSL) 분석 특성

향신료의 경우 국내 허가 선량이 10 kGy인 것을 감안하여 본 실험에서는 향신식품원료에 대

한 방사선 조사의 물리적 변화인자의 calibration 실험을 위하여 최고선량을 20 kGy까지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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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험하였다. 방사선 조사시료의 PSL 측정을 위한 시료는 감마선 조사 후 빛이 차단된 장소

에서 측정하였고 고추분말과 후추분말을 4 g씩 취해 3회 반복 측정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향신

식품원료의 측정결과는 Table 2-113과 같다. 모든 향신식품원료의 비조사시료에서는 229～337

photon count(PCs)를 나타내어 PPSL system에 설정된 negative(700 photon count 이하),

intermediate(700～5000 photon count), positive(5000 photon count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비

조사구 값을 나타내었다. 고추분말의 조사시료들은 5000이상의 photon count 값을 나타내어

조사구로 확인되어 비 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간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조사선량

의 증가에 따라 photon count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았다. 후추분말의 조사 시료는 2.5,

10 kGy에서 negative값을 5, 20 kGy에서는 intermediate값을 나타내어 조사 시료의 확인이 어

려웠다. 이는 후추분말의 mineral 함량이 적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후추분말은 국내

허용선량을 초과한 20 kGy의 선량에서도 intermediate값을 나타낸 것을 볼 때 PSL 분석으로는

방사선 조사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113.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irradiated spices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2.5 5 10 20

Red 
pepper

γ-ray
229±7 

(-)
7164±6230 

(+)
5441±1469

(+)
6641±2697

(+)
6200±3191

(+)

E-beam 
229±7 

(-)
9569±8973 

(+)
12817±4868 

(+)
10233±4618 

(+)
17209±14445 

(+)

Black 
pepper

γ-ray
287±5 

(-)
488±171

(-)
1038±838

(M)
673±20 

(-)
927±192

(M)

E-beam 
287±5 

(-)
822±73

(M)
1006±67

(M)
1136±212

(M)
1477±1049

(M)

1)Mean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 5000, (-) <T1, T1<(M)>T2,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 조사선원 및 선량 별 (PSL) 분석 특성

Themoluminescence(TL)은 TL1 측정 후 glow curve 형태와 가장 높은 intensity의 온도범위로

서 방사선조사여부가 판별 가능하게 되며 일반적인 비조사식품의 glow curve는 고온에서

intensity가 증가하는 형태를 띠게 되며, intensity 또한 매우 낮다. 조사식품의 glow curve는 15

0～250°℃에서 높은 강도를 나타낸다. 또한 normal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TL1 측정으로 방사

선조사특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료(mineral)에 재조사함으로서 특정한 온도대역의 glow curve를

관찰(TL2)할 수 있게 되며, TL1과 TL2의 특정한 온도대역의 비(TL1/TL2)를 구함으로서 TL

ratio를 구할 수 있다. TL ratio의 threshold value는 각 시료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0.1 이하를 비조사구로 0.1 이상을 조사구로 판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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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향신식품원료 2종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물리적 변화인자의 calibration 실험을

위하여 조사선량을 0～20 kGy로 하여 실험하였다. TL signal 측정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예

비실험을 통해 고추분말는 150 g, 후추분말은 100 g의 시료를 water rinsing 하여 0.5 mg의 미

네랄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TL을 측정한 결과 Fig. 2-81, 82에서와 같이 모든 시료에서 비조사

시료와 조사시료의 peak가 나타나는 온도 범위와 peak intensity의 차이가 명확하였다. 본 실험

에서 설정한 최저 선량인 2.5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 시료에서 특이 peak가 고추분말은 18

0℃, 후추분말은 210～230℃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비조사시료에서는 peak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실험에서는 향신식품원료 2종의 시료 모두 비 조사시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glow curve가 조사 시료에서는 150～250℃ 온도대에서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고 조사선량의 증

가에 따라 signal intensity가 증가하였다. 향신료의 TL ratio 값은 2종 모두 비조사시료에는 0.1

이하, 조사시료에서는 0.1이상의 값을 나나태어 조사여부확인이 가능하였다. 조사선량과 TL

intensity의 관계, 조사선량과 TL ratio의 관계를 회귀식으로 Table 2-114에 나타내었으며,

R²=0.91～0.99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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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1.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red pepper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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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2.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black pepper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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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4. TL ratios (TL1/TL2) of inorganic dust minerals separated form irradiated spice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2.5 5 10 20

Red pepper
γ-ray 0.00361) 1.832 2.477 3.296 3.986

E-beam 0.0036 1.952 2.920 2.748 3.474

Black 
pepper

γ-ray 0.0254 2.707 9.859 12.163 13.870

E-beam 0.0254 3.272 3.355 5.947 7.219

1)TL1 intensity/TL2 intensity.

▪ 조사선원 및 선량 별 (ESR) 분석 특성

ESR 검지방법은 자유 라디칼을 안정화시킬 고체모체만 있으면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방사선 조사식품에 검지에 이용되는 식품의 종류는 검지하는 radical의 종류에 따라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 cellulose radical을 함유하는 식품, crystalline sugar유래의

multicomponent signal을 가지는 radical을 함유한 식품, 그리고 뼈를 구성하는 hydroxyapatite

유래의 radical을 함유하는 식품이다. cellulose를 포함하는 식품의 조사된 시료는 비조사구에서

나타나는 대칭적인 unspecific central ESR signal의 왼쪽(at lower field)과 오른쪽(at higher

field)에 cellulose radical에 의해서 생성되는 한 쌍의 peak가 약 6.0 mT의 공간을 두고 나타나

며, 이 signal의 크기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다. crystalline sugar를 함유하는 식품

의 방사선 조사된 시료는 비조사구에서 보이지 않던 multicomponent signal을 가지는 특이적인

signal을 나타내고, 이 signal의 크기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다. cellulose radical은

수분 등 저장조건에 따라 없어지므로 조사사여부의 판별은 가능하나 흡수선량의 예측은 어렵다.

본 실험에서 향신식품원료 2종의 시료에 대해 조사선량을 0～20 kGy로 하여 일정시간 동결

건조하여 ESR를 측정하였다. 조사선량에 따른 방사선 조사 유래의 특이 radical의 확인과 ESR

signal intensity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조사구에서는 대칭적인 unspecific central ESR

signal을 보여주었다. 고추분말은 Fig. 2-83에서와 같이 5 kGy이상의 조사 시료에서 비조사구에

서 볼 수 없었던 cellulose radical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량이 증가할수록 ESR signal

intensity가 증가하였다. 후추분말은 Fig. 2-84에서와 같이 선량이 증가할수록 ESR signal

intensity가 증가하였지만 조사시료에서도 비 조사시료와 같이 다른 형태로 변화하지 않았으므로

방사선 조사 여부 판별에는 이용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신식품원료 2종의 ESR signal intensity와 조사선량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R²가 0.9

4～0.99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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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3.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red pepper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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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4.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black pepper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 복합조미식품

▪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특성

방사선 조사시료의 PSL 측정을 위한 시료는 감마선 조사 후 빛이 차단된 장소에서 측정하였

다. Fuochi 등(Fuochi et al. 2007)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NaCl계 화합물(sea salt, rock salt)에 대

한 광 자극 분석한 결과 rock salt에서 PSL의 비 조사 시료의 threshold 값인 T1(700)을 넘어서

intermediate나 positive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자연방사능의 영

향에 의한 것으로 PSL 방법은 방사선과 자연방사능의 영향의 차이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정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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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별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며(Bortolin et al. 2007), 다만 신속하고 간편한 장점으로 인해

screening의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복합조미식품의 경우 다량의 염(mineral)을 함유하므

로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나타낼 수 있어 미량으로 측정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복합조미

식품의 PSL　측정결과는 Table 2-115, 116 같다. 조사선량은 2.5~20 kGy로 하였으며 감마선 조

사 후 PSL을 측정한 결과 RS-1 389, RS-2 541, S-1 522의 PCs로 비 조사구 값(negative)을 나타

내었으며, RS-2 에서 중간 값 (intermediate)을 나타내었다. 조사시료들은 모두 양의 값(positive)

을 나타내어 조사구 값으로 나타났으며, 본 실험에서 정한 최저 선량인 2.5 kGy에서 1×106 PCs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내어 비 조사 시료군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자선 조사 후 PSL

측정 결과 비조사구에서는 모두 음의 값(negative)으로 나타나 비 조사구로 나타났으며, 조사구

에서는 감마선과 마찬가지로 모두 positive 값을 나타내었다. 최저 선량인 2.5 kGy에서 1×107

PCs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선량인 20 kGy에서는 1×108 PCs로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감마선과 전자선을 각각 0~20kGy로 조사한 복합조미식품의 PSL 측정결과를 종합하여

방사선 조사 변화인자와 선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R2가 0.87~0.96으로 높은 정의 관계로 나

타났다.

Table 2-115.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irradiated Ramen soup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2.5 5 10 20

RS-1

γ-ray
389±971),2)

(-)3)

3720292
   ±1262073

(+)

6252785
   ±4199797

(+)

10618110
   ±4329238

(+)

11693643
   ±5581762

(+)

E-beam 
342±86

(-)

8394777
   ±1284532

(+)

11058188
   ±2088065

(+)

12615512
   ±1772922

(+)

14982559
   ±1516306

(+)

RS-2

γ-ray
541±462

(-)

4426882
   ±1200710

(+)

5841172
   ±5592729

(+)

14490342
   ±1432471

(+)

12723676
   ±2441780

(+)

E-beam 
527±63

(-)

5917233
   ±1578487

(+)

6576220
   ±4402471

(+)

14372674
   ±1956987

(+)

14600988
   ±1360103

(+)

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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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6.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irradiated seasonings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2.5 5 10 20

S-1

γ-ray 522±591)2)(-)3)
2680793

   ±2320281
(+)

6375216
   ±1768517

(+)

11859114
   ±3240418

(+)

12384842
   ±5127268

(+)

E-beam 378±101(-)
8582979

   ±565807
(+)

13769300
  ±3740449

(+)

13891740
   ±2405603

(+)

14765226
   ±608302

(+)

S-2

γ-ray 1440±1387(M)
829158

   ±390856
(+)

8148186
   ±3595299

(+)

7393018
   ±7913136

(+)

12338169
   ±2117340

(+)

E-beam 699±185(-)
8426688

   ±1255266
(+)

10748232
   ±1342335

(+)

11478673
   ±946713

(+)

13174128
   ±2217992

(+)

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 조사선원 및 선량 별 (TL) 분석 특성

복합조미식품의 경우에는 원재료의 건조 과정이나 운반 및 분쇄과정과 가공과정 중 조미 및

혼합과정 중에 무기물의 혼입이 가능하므로 TL 방법에 의한 검지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TL

signal 측정을 위한 전처리 과정에서 예비실험을 통해 수프류는 30 g, 조미료류는 200 g 의 시료

를 water rinsing 하여 1 mg의 미네랄을 추출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peak area 1.027~1.649

nC 의 범위로 나타났다. 복합조미식품의 경우 국내 허가 선량이 10 kGy이나 본 연구에서는 복

합조미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선원 및 선량별 물리적 변화인자의 calibration 실험을 위하여

최고선량을 20 kGy까지 설정하여 실험하였다. 추출된 미네랄을 사용하여 TL을 측정한 결과 모

든 시료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에 peak가 나타나는 온도 범위가 peak intensity의 차이가 분

명히 나타났다. 즉, Fig. 2-85～88의 결과와 같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최저 선량인 2.5 kGy 이상

의 방사선 조사시료에서 조사 선원에 상관없이 조사 시료 특이의 peak가 RS-1 180~200℃, RS-2

170~240℃, S-1 180~200℃, S-2 190~220℃의 범위에서 나타났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서

signal intensity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설정한 최저 조사선량이 signal

intensity가 비조사구에서 나타나는 signal intensity보다 최저 100배 이상의 intensity를 나타내어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구별이 명확하였다. 또한 분말수프와 조미료의 전자선 조사 시료의 경우

감마선과 다소 다른 peak를 나타내었으며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TL intensity가 증가 하였다. 이

때 전자선 조사구의 TL glow curve intensity는 감마선 조사구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고, 대조

구는 감마선과 마찬가지로 특이한 glow curve를 나타내지 않았다. 모든 시료에서 peak의 높이

변화는 조사선량에 의존하며 미네랄의 조성비에 따라 peak의 높이와 형태가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TL 측정법에 의한 조사여부 확인에서 일반적으로 TL glow curve 형태상으로 나타나는

peak가 나타나는 온도 대와 peak intensity를 대상으로 측정하는데 본 실험에서는 라면과 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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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감마선과 전자선 모두 TL 검지법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복합조미식품으로부터 분리한 미네랄에 대한 glow curve intensity의 normalization을 위해서

1차 glow curve(GL1)를 측정한 다음 다시 재조사 (1 kGy)를 실시하여 2차 glow curve(GL2)를

측정하였다. TL ratio (integrated TL1/integrated TL2)의 산출 결과 비 조사 시료에서는 0.05보

다 작은 값을, 조사시료에 대해서는 0.26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이미 설정한 비조사구 (0.1이

하)와 조사구 (0.1이상) TL ratio 기준에 따라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Table 2-117, 118와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TL ratio 값이 증가하였고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값이 뚜렷한 차

이를 보였다.

조사선량과 TL intensity의 관계, 조사선량과 TL ratio의 상관관계를 모색한 결과

R2=0.90~0.99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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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5.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RS-1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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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6.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RS-2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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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7.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S-1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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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8. Typical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S-2 at different radiation sourc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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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7. TL ratios (TL1/TL2) of inorganic dust minerals separated form irradiated Ramen

soup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2.5 5 10 20

RS-1
γ-ray 0.0451) 2.010 2.190 4.392 5.283

E-beam 0.045 2.463 4.388 6.652 7.338

RS-2
γ-ray 0.050 2.622 3.564 5.078 8.775

E-beam 0.050 0.263 0.726 1.129 1.467

1)TL1 intensity/TL2 intensity.

Table 2-118. TL ratios (TL1/TL2) of inorganic dust minerals separated form irradiated seasoning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2.5 5 10 20

S-1
γ-ray 0.0261) 2.064 3.756 4.804 5.323

E-beam 0.026 1.750 2.597 3.995 5.488

S-2
γ-ray 0.021 0.595 4.099 5.554 8.199

E-beam 0.021 0.331 3.152 5.383 6.948

1)TL1 intensity/TL2 intensity.

▪ 조사선원 및 선량 별 (ESR) 분석 특성

대부분의 식품에서 생성된 radical들은 수분함량에 의해 빠르게 중화되어 진다. 그러나 뼈를

비롯한 건조물 중의 식품성분과 포장된 재료는 상대적으로 긴 수명을 유지하는 환경에 갇히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된 복합조미식품을 일정시간 동안 동결 건조하여 ESR을 측정하

였다(Raffi and Benzaria 1993; Delinceé 1998, Stachowics et al. 1992). 수분함량은 5% 이하의 시

료를 사용하였고, 감마선과 전자선을 0~2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여 선원 및 선량의 ESR

signal intensity의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복합조미식품은 많은 부재료와 조미료들을 혼합·가공한 식품으로 주로 Mn2+ radical과

crystalline sugar radical이 발견된다. 수프류에서 나타난 ESR spectra는 당류 중에서 glucose가

조사되었을 시 나타나는 signal과 비슷한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RS-1와 RS-2 모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났다. 측정결과 비조사구에서는 대칭적인 unspecific central ESR signal을 보여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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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 kGy 이상 조사구에서는 비조사구에서는 볼 수 없었던 crystalline sugar 유래의

multi-component의 radical이 나타났으며 또한 선량이 증가할수록 ESR signal intensity 역시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선원(감마선, 전자선)에 따른 ESR spectra를 비교한 결과 선원이 달라도 동일한 형태의 radical

이 생성됨을 알 수 있었으며, ESR signal intensity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또한 선원에 따른 intensity 비교 결과 전자선 시료군이 감마선시료군보다 더 높은 intensity

를 나타내었는데(Flores et al. 2000), 이는 전자선의 경우 실제 에너지의 강도는 감마선보다 크지

않지만, 감마선에 비해 선량률 (dose rate)이 높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필요로 하는 선량의 조사

가 가능하므로 radiation energy의 손실률이 적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수프

류의 g-value는 peak의 순서대로 2.150, 2.092, 2.037, 2.006, 1.981, 1.929, 1.878 등이었으며 각

peak의 간격은 8.55~9.10 mT 의 범위로 나타났다.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된 수프류와 조미료류

는 일정한 간격으로 여러 갈래의 선 (peak)으로 이루어진 hyperfine structure 형태의 전형적인

crystalline sugar radical이 나타났다. 수프류에서는 4개의 peak가 조미료류에서는 7개의 peak가

나타났다. 각 선량의 signal의 모양은 조금씩은 달랐으나 형태는 모두 동일한 형태가 유지되었고

조사선원과 조사선량이 달라도 ESR intensity에 대한 signal의 상대 intensity는 모두 일정한 크

기의 분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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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9.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RS-1 at different dos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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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0.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RS-2 at different dos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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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1.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S-1 at different dos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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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2.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S-2 at different doses (right: gamma-ray, lef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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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중 판별마커의 모니터링

- 곡류

▪ 감마선 조사 곡류의 저장 중 PS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곡류의 저장기간 동안 방사선 조사의 물리적 판별마커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저온(4±2℃)

과 실온(20±6℃)에서 저장하면서 물리적 변화 확인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곡류의 저장기간

중 PSL 측정 결과는 Table 2-119에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 저장온도에 관계없이 비조사시료에서

는 photon couns가 밀의 경우 241~365, 옥수수의 경우 306~429로 threshold value(700

counts/60 ses, T1)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조사시료에서는 본 실험에서 실시한 최저선량인

1 kGy에서 photon counts가 밀의 경우 5528~29585, 옥수수의 경우 6040~6857로 threshold

value(5000 counts/60 sec, T1)보다 높은 값을 나타냄으로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저장기간 12개월이 지나도 PSL을 이용한 물리적 변화 확인이 가능하였다. 저장기간

에 따른 PSL의 photon counts 는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저온보다 실온에서의 photon coutns 값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Table 2-119.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gamma-irradiated cereals during 12

months at different conditions

Sample
Storage

period (mon)4)

Irradiation dose (kGy)

0 1 5

Wheat

Low

temp.

0 241 ± 281),2)(-)3) 5528 ± 643(+) 18231 ± 374 (+)

6 316 ± 17(–) 39585 ± 1374(+) 42903 ± 4527(+)

12 321 ± 66(–) 37824 ± 5846(+) 38773 ± 3957(+)

Room

temp.

6 265 ± 16(–) 30022 ± 436(+) 30231 ± 2234(+)

12 363 ± 25(–) 22999 ± 4014(+) 27120 ± 3370(+)

Corn

Low

temp.

0 429 ± 38(–) 6875 ± 1141(+) 6520 ± 185(+)

6 402 ± 20(–) 6432 ± 1170(+) 8973 ± 5928(+)

12 306 ± 64(–) 6040 ± 238(+) 6160 ± 209(+)

Room

temp.

6 346 ± 12(–) 6297 ± 2829(+) 8097 ± 1602(+)

12 388 ± 33(–) 5389 ± 330(+) 9249 ± 253(+)

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4)Low temp.: 4±2℃, Room temp.: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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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 곡류의 저장 중 TL 판별마커 안전성 확인

방사선 조사 처리된 곡류의 저장기간에 따른 TL 특성 ratio 산출 결과는 Table 2-120과 같다.

밀의 경우 비조사 시료는 TL ratio가 0.001~0.005, 옥수수는 0.003~0.006으로 모두 0.1이하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1 kGy 이상의 조사시료는 밀의 경우 0.195~0.375, 옥수수는 0.492~0.778로 0.1 이상

의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시료와 조사시료간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 시료에서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TL ratio 값도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조사선량이 TL ratio 값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저장온도에 따른 TL ratio 값의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이 길어질

수록 TL ratio 값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조사와 조사구간의 차이는 뚜렷이 구분이 되었으며 이

에 저장 12개월이 지나도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다.

Table 2-120.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cereals during 12

months

Sample
Storage

condition2)

Storage

Period

(month)

Irradiation does (kGy)

0 1 5

Wheat

Low tem.

0 0.0021) 0.286 0.974

6 0.001 0.220 0.645

12 0.005 0.248 0.623

Room tem.
6 0.003 0.195 0.436

12 0.001 0.375 0.546

Corn

low tem.

0 0.003 0.778 2.056

6 0.003 0.523 1.843

12 0.003 0.492 1.768

room tem.
6 0.003 0.521 1.569

12 0.006 0.419 1.636

1)TL1 intensity/TL2 intensity.

2)Low temp.: 4±2℃, Room temp.: 20±6℃

- 근채류

▪ 감마선 조사 근채류의 저장 중 PS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양파, 감자, 마늘의 대한 근채류의 저장조건 및 저장기간에 따른 PSL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료에 0.15~1 kGy로 조사 후 암실, 직접채광, 간접채광에서 12개월 동안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121~123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된 감자는 비조사시료의 경우 암실조건 12

개월후에도 photon의 값이 떨어지지 않고 T2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간접 및 직접 채광의

경우 12개월 후에는 모두 intermediate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사시료의 경우 1 kGy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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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암실조건은 6배 감소하였으며, 직 간접 채광조건은 62~79배 감소한 photon count를 나타내었

으나 모두 T2 이상의 값으로 나타나 판별에는 큰 영향이 없었으며 0.15 kGy의 낮은 선량에서도

7×105 이상의 높은 photon counts 값을 나타내었다.

양파의 경우도 감자와 마찬가지로 저장 12개월 후 측정한 직접채광조건에서의 PCs 값을 제

외하고는 threshold value가 700이상 5000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여부 판별이 어려웠다. 그러

나 조사시료에 대해서는 0.15 kGy의 낮은 선량에서도 22287.7~283823.3로 threshold value가

5000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다. 마늘의 경우는 저장 6개월 후 photon

counts 값이 853~1992.7로 저장초기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threshold value가 700이상 5000이하

의 값을 나타냄으로서 조사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나 저장 12개월 후 470.3~635.7 PCs값을 나타냄

으로써 비조사시료 확인이 가능하였다. 조사된 마늘시료의 경우 최저선량인 0.15 kGy에서도 약

7966~178622.3 PCs 값을 나타내어 저장 12개월이 지난 후에도 조사여부 판별이 가능하였다.

저장 조건에 따른 근채류의 PCs값의 감소율은 직접채광> 간접채광>암실 조건 순으로 나타났

으며 시료의 채광조건에 따라 미네랄 내에 갇힌 에너지의 손실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PCs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2-121.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gamma-irradiated potato during 12

months at different conditions

Sample
Storage

Period

Storage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0 0.15 0.5 1.0

Potato

0
71106

±2067.91)2)(+)3)

1245439

±135338.1(+)

9225513

±592540.6(+)

13603980

±1125137.1(+)

6

Dark
20686.7

±2121.9(+)

2491253.0

±923227.4(+)

4768805.0

±817214.3(+)

8529288.3

±470946.8(+)

Solar
4879.0

±787.9(M)

614193.0

±117437.6(+)

1826489.3

±447189.9(+)

4093592.3

±583664.4(+)

Indirect
16453.9

± 3242.1(+)

1198231

±258944.1(+)

3822446

±521974.6(+)

6659482.2

±2338717.3(+)

12

Dark
15195.3

±5825.0(+)

1232068.3

±260638.6(+)

1632050.7

±773582.9(+)

2244221.3

±818953.0(+)

Solar
3079.3

±1602.2(M)

71938.7

±34325.6(+)

100332.0

±10795.5(+)

171938.3

±66091.9(+)

Indirect
4090.7

±1704.8(M)

432104.0

±581164.0(+)

136705.3

±12599.5(+)

217420.3

±15336.7(+)

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 473 -

Table 2-122.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gamma-irradiated onion during 12

months at different conditions

Sample

Storage

Period

(month)

Storage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0 0.15 0.5 1.0

Onion

0
647.3

±73.21)2)(–)3
334797

±38881.8(+)

520131

±25106.4(+)

678789

±74848.3(+)

6

Dark
1681.7

±147.2(M)

283823.3

±51427.5(+)

492107.3

±77054.2(+)

581659.3

±21461.6(+)

Solar
1776.7

±338.7(M)

244024.3

±37835.5(+)

384341.7

±32525.5(+)

494504.3

±61709.8(+)

Indirect
2093.9

±222.5(M)

194536.5

±35492.8(+)

423988.7

±45322.5(+)

521187.9

±19835.5(+)

12

Dark
2853.3

±3551.3(M)

152524.3

±12160.7(+)

467262.7

±175765.3(+)

524821.3

±30614.8(+)

Solar
672.0

±251.8(–)

22287.7

±10475.3(+)

107639.0

±21763.0(+)

151122.7

±20634.4(+)

Indirect
4927.7

±1926.3(M)

67820.7

±6103.6(+)

265306.0

±111425.2(+)

391691.3

±147964.3(+)

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Table 2-123.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gamma-irradiated garlic during 12 months

at different conditions

Sample
Storage

Period

Storage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0 0.15 0.5 1.0

Garlic

0
4119.0

±288.01)2)(+)3
259029

±79982.8(+)

425631

±29204.0(+)

4556768

±1126508.0(+)

6

Dark
1992.7

±181.2(M)

178622.3

±30641.2(+)

370970.3

±38998.6(+)

1090900.0

±328340.4(+)

Solar
853.0

±87.1(M)

28874.7

±16324.5(+)

60967.7

±24389.0(+)

105532.3

±30961.7(+)

Indirect
1098.3

±100.5(M)

125458.9

±49981.0(+)

269435.6

±45982.4(+)

843271.7

±26951.8(+)

12

Dark
470.3

±93.4(–)

35458.0

±12911.3(+)

50790.7

±17342.0(+)

128403.0

±57703.6(+)

Solar
635.7

±78.0(–)

7966.0

±1957.3(+)

22664.0

±14742.4(+)

79828.7

±26109.0(+)

Indirect
524.7

±31.2(–)

16873.0

±1231.6(+)

70600.0

±25965.8(+)

194047.0

±41550.1(+)

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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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 근채류의 저장 중 T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양파, 감자, 마늘과 같은 근채류에 대한 저장조건 및 저장기간에 따른 TL signal의 저장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료에 0.15~1 kGy로 조사 후 암실, 직접채광, 간접채광에서 12개월 동안

TL의 물리적 변화인자를 확인하였다. 저장조건 및 저장기간에 따른 TL 분석 특성결과 나타난

TL ratio값은 Table 2-124~126에 나타내었다. TL ratio 분석결과 저장온도 및 저장기간에 관계없

이 비조사시료에서는 0.0004~0.004로 o.1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시료로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사시료의 경우 1 kGy의 낮은 선량에서도 0.1 이상의 값을 나타나 조사여부 확인이 가

능하였다. 또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TL ratio 값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저장

12개월이 지나서도 TL ratio 값이 0.1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1년이 지나서도 조사여부 판별이 가

능하였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TL ratio 값도 증가하였다. 저장조건에 따른 TL ratio 값은 암

실>간접채광>직접채광 순으로 암실과 간접채광에 비해 직접채광에서 TL ratio이 다소 낮게 나타

났다.

Table 2-124.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potato during 12

months

Storage

Period

(month)

Storage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0 0.15 0.5 1.0

0 0.00041) 0.170 0.436 0.783

6

Dark 0.001 0.129 0.524 0.852

Solar 0.004 0.168 0.204 0.374

Indirect 0.003 0.132 0.438 0.668

12

Dark 0.001 0.155 0.479 0.741

Solar 0.002 0.143 0.416 0.355

Indirect 0.001 0.149 0.436 0.585

1) TL1 intensity/ TL2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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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5.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onion during 12

months

Storage
Period

(month)

Storage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0 0.15 0.5 1.0

0 0.0061) 0.145 0.598 0.621

6

Dark 0.001 0.140 0.498 0.556

Solar 0.001 0.127 0.402 0.470

Indirect 0.002 0.135 0.427 0.505

12

Dark 0.001 0.136 0.479 0.524

Solar 0.006 0.154 0.375 0.436

Indirect 0.003 0.126 0.438 0.512

1) TL1 intensity/ TL2 intensity.

Table 2-126.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garlic during 12

months

Storage
Period

(month)

Storage
condition

Irradiation dose (kGy)

0 0.15 0.5 1.0

0 0.00661) 0.1897 0.3529 0.5809

6

Dark 0.002 0.146 0.261 0.327

Solar 0.001 0.134 0.178 0.249

Indirect 0.001 0.139 0.218 0.298

12

Dark 0.001 0.131 0.214 0.298

Solar 0.005 0.099 0.192 0.239

Indirect 0.002 0.115 0.211 0.269

1) TL1 intensity/ TL2 intensity.

- 두류

▪ 감마선 조사 두류의 저장 중 PS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국산 두류 중 강낭콩과 서리태를 모델 농산물로 정하여 저장기간 및 저장온도에 따른 물리적

변화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PSL 결과는 Table 2-127에 나타내었다. 두류 비조사시료에서 서리태는

204~406 PCs 값을 강낭콩은 215~346 PCs값을 나타내어 threshold value가 700 이하를 나타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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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사시료로 확인 할 수 있었고 조사시료의 경우 1 kGy의 낮은 선량에서도 서리태는

15147~49953, 강낭콩 8540~86497의 PCs값을 나타내어 threshold value가 5000 이상으로 나타남

에 따라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저장기간 및 저장온도에 따른 photon counts 값에

는 거의 변화가 없었으며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photon counts 값도 높게 나타났다. 두류의 조사

후 저장기간 및 저장온도에 따른 PSL 측정결과 초기 값과 유사한 PCs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

12개월이 지나서도 조사처리 여부확인이 가능하였다.

Table 2-127.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gamma-irradiated legumes during 12

months at different conditions

Sample

Storage

period

(mon).4)

Irradiation dose (kGy)

0 1 5

Black

soybean

Low

temp.

0 388 ± 22)1),2)(-)3) 16073 ± 3461(+) 58478 ± 19064(+)

6 406 ± 19(–) 45731 ± 35592(+) 98099 ± 29343(+)

12 204 ± 99(–) 15147 ± 2887(+) 16933 ± 10647(+)

Room

temp

6 288 ± 18(–) 49953 ± 19374(+) 85753 ± 8547(+)

12 284 ± 38(–) 40958 ± 34324(+) 61609 ± 25131(+)

Kidney

bean

Low

temp.

0 377 ± 49(–) 14883 ± 4334(+) 54425 ± 27012(+)

6 291 ± 22(–) 60460 ± 21767(+) 13973 ± 15978(+)

12 215 ± 66(–) 8540 ± 4911(+) 5193 ± 2403(+)

Room

temp.

6 346 ± 22(–) 86497 ± 24849(+) 111513 ± 46023(+)

12 222 ± 36(–) 26726 ± 15394(+) 22879 ± 17767(+)

1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4)Low temp.: 4±2℃, Room temp.: 20±6℃.

▪ 감마선 조사 두류의 저장 중 T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국산 두류 중 강낭콩과 서리태를 모델 농산물로 정하여 저장기간 및 저장온도에 따른 TL 측정

결과로 TL ratio 값을 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128, 129 나타내었다. 그 결과 비조사시료의

경우 서리태 0.02~0.015, 강낭콩 0.003~0.010으로 모두 0.1이하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시료로 확인

가능하였다. 그러나 조사시료의 경우 1 kGy의 낮은 선량에서 서리태 0.360~0.961, 강낭콩

0.436~0.775로 0.1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다. 두류의 저장온도에 따른 TL

ratio 분석 결과 서리태의 경우 저온에서는 0.360~1.965, 실온에서 0.369~0.994로 실온보다 저온에

서 TL ratio 값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강낭콩은 저장 온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된 두류시료에서 TL ratio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고 저장기간이 질

어질수록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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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28.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black soybean

during 12 months

storage
condition

Storage
Period

Irradiation does (kGy)

0 1 5

room tem. 0 0.0011) 0.264 0.996

low tem.
6 0.002 0.961 1.965

12 0.008 0.360 0.678

room tem.
6 0.003 0.809 0.994

12 0.015 0.369 0.570

1) TL1 intensity/ TL2 intensity.

2)Low temp.: 4±2℃, Room temp.: 20±6℃.

Table 2-129.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Kidney bean

during 12 months

storage
condition2)

Storage
Period

Irradiation does (kGy)

0 1 5

room tem. 0 0.0251) 0.440 1.085

low tem.
6 0.007 0.743 1.337

12 0.003 0.436 0.995

room tem.
6 0.005 0.756 1.369

12 0.010 0.775 0.940

1) TL1 intensity/ TL2 intensity.

2)Low temp.: 4±2℃, Room temp.: 20±6℃.

▪ 감마선 조사 두류의 저장 중 ESR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두류 모델 시료인 서리태와 강낭콩에 대해 저장기간 및 저장온도에 따른 ESR signal의 저장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두류를 약 7개월 동안 저장하면서 ESR signal intensity와

ESR spectra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저장조건은 실온과 저온에서 저장하면서 주기적으로 측정하

였다.

저장 초기에 감마선 10 kGy로 조사된 두류는 약 210일이 지난 후에도 cellulose-like의 signal

이 나타나 유통기한 7개월까지 ESR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판별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5 kGy를 조

사한 두류에서도 판별이 가능하였다. 또한 저장기간에 따라 저장시료의 ESR signal intensity는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시료에서는 비조사구에 나타나지 않은 cellulose specific signal이 나타

났다. 저장조건에 따른 ESR signal intensity는 저온저장에 비해 실온저장에서 그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Fig.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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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3. ESR spectra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for gamma-irradiated black soybean(left)

and kidney bean(right) at 10 kGy and sto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RT, room

temperature; LT, low temperature.

- 향신식품

▪ 감마선 조사 향신식품의 저장 중 PS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12개월 저장 후 방사선 조사된 향신식품원료의 PSL 측정결과는 Table 2-130과 같다. 모든 향신

식품원료의 비조사시료에서는 292～436 photon count(PCs)를 나타내어 PPSL system에 설정된

negative(700 photon count 이하), intermediate(700～5000 photon count), positive(5000 photon

count 이상) 기준으로 봤을 때 비 조사구 값을 나타내었다. 고추분말의 조사시료는 5 kGy에서 6

개월 후 intermediate값을 나타내어 조사시료의 확인이 어려웠으며. 후추분말의 조사시료는 5, 10

kGy에서는 intermediate값을 나타내어 조사 시료의 확인이 어려웠다. 조사 후 저장기간에 따른

PSL 측정결과 초기의 값보다 다소 감소하였고 고추분말의 경우는 초기에는 모든 조사시료에서

조사구 값을 나타내어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6개월 후에는 10 kGy에서만 조사시료로 확인되었다.

Table 2-130.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gamma-irradiated spices during 12

months

Sample

Storage

Period

(month)

Irradiation dose (kGy)

0 5 10

Red

pepper

0 229±7
1),2)

(-)
3)

5441±1469 (+) 6641±2697 (+)

6 292±3 (-) 4773±1995 (M) 5219±1278 (+)

12 232±6 (-) 3009±1962 (M) 5401±2298 (+)

Black

pepper

0 287±5 (-) 1038±838 (M) 673±20 (-)

6 361±3 (-) 974±724 (M) 775±218 (M)

12 302±8(-) 877±512 (M) 722±216 (M)

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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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 향신식품의 저장 중 T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저장 12개월 후 방사선 조사된 향신식품원료의 TL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13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설정한 최저 선량인 2.5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 시료에서 특이 peak가 고추분말은

200℃, 후추분말은 220～240℃의 범위에서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는 향신식품원료 2종의 시료 모

두 비 조사시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glow curve가 조사 시료에서는 150～250℃ 온도대에서 높

은 강도를 나타내었고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signal intensity가 증가하였다. 향신식품원료로 부

터 분리한 미네랄에 대한 glow curve intensity의 normalization을 위해서 1차 glow curve(TL1)

를 측정한 다음 다시 재조사 (1 kGy)를 실시하여 2차 glow curve(TL2)를 측정하였다. TL ratio

(TL1/TL2)의 산출 결과 비 조사 시료에서는 0.044보다 작은 값을, 조사시료에 대해서는 0.602보

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이미 설정한 비조사구 (0.1이하)와 조사구 (0.1이상) TL ratio 기준에 따라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다.

향신식품원료 2종(고추분말, 후추분말)에 대해 조사 후 12개월 저장에 따른 TL을 측정한 결과

모든 시료에서 초기의 TL intensity보다 감소하였고 TL ratio 역시 감소하였으나 방사선 조사여

부 확인은 가능하였다.

Table 2-131.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spices during 12

months

Sample
Storage

Period

Irradiation does (kGy)

0 5 10

Red

pepper

0 0.0041) 1.226 1.298

6 0.007 0.848 0.934

12 0.036 0.602 0.739

Black

pepper

0 0.026 2.688 5.289

6 0.012 2.429 5.105

12 0.044 1.455 2.676

1) TL1 intensity/ TL2 intensity

▪ 감마선 조사 향신식품의 저장 중 ESR 안정성 확인

감마선 조사된 향신식품원료 중 방사선 유래 specific signal이 확인된 고추분말을 0, 1, 3, 6개

월 동안 실온(15±8℃)과 저온(4±0.3℃)에서 저장하면서 ESR signal intensity와 ESR spectra의 변

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향신료의 국내 허가선량을 고려하여 10 kGy로 조사된 시료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또한 앞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10 kGy에서 방사선 조사 유래의 특이 radical이 나

타나지 않은 후추분말은 저장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지 않았다. 고추분말에서는 cellulose radical

유래의 multi-component의 radical을 6개월까지 모두 관찰이 가능하였으며 Fig. 2-94와 같이 고추

분말은 저장기간에 따라 저온에서 저장한 시료가 실온에서 저장한 시료보다 ESR signal intensity

의 감쇠도의 변화가 적어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가능기간이 길어질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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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4. ESR spectra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for gamma-irradiated red pepper powder at

10 kGy and sto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RT, room temperature; LT, low

temperature.

- 복합조미식품

▪ 감마선 조사 복합조미식품의 저장 중 PS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비 조사 복합조미식품의 photon counts는 RS-1 389 PCs, RS-2 541 PCs, S-1 522 PCs, S-2 893

PCs로 나타났다(Table 2-132). 본 실험에서 사용된 복합조미식품의 경우 RS-1, RS-2, S-1 시료들

은 비 조사 시 700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threshold value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S-2 는 893 PCs

로 intermediate 값을 나타내었다. 조사시료 (5, 10 kGy)의 경우 5 kGy에서 최소 5.8×106 PCs의

값으로 비 조사구와 분명한 대조를 이루었으며, 이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 조사

후 저장기간에 따른 PSL 측정결과 초기의 값과 유사한 PCs의 값을 나타내어 복합조미식품은 조

사 후 12개월 후에도 조사처리 여부의 판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132. Changes in accumulated photon counts of gamma-irradiated complex seasonings

during 12 months

Sample
Storage
Period

(month)

Irradiation dose (kGy)

0 5 10

RS-1
0 389±97

1),2)
(-)

3)
6252785±4199797(+) 10618110±4329238(+)

6 401±71(-) 12053292±1813617(+) 15045641±1302112(+)
12 399±24(-) 8845921±845623(+) 6261487±4993371(+)

RS-2
0 541±462(-) 5841172±5592729(+) 14490342±1432471(+)
6 530±51(-) 14104255±2667242(+) 15769167±1079530(+)

12 376±44(-) 10881401±425625(+) 11342356±7908434(+)

S-1
0 522±59(-) 6375216±1768517(+) 11859114±3240418(+)
6 310±8(-) 7305954±5324783(+) 13375876±643216(+)

12 668±51(-) 8483921±1608909(+) 11239583±4920301(+)

S-2
0 893 ±294(M) 8148186±3595299(+) 7393018±7913136(+)
6 900±392(M) 13382957±2302546(+) 15105573±1884559(+)

12 620±40(-) 13099485±892957(+) 14409342±733496(+)

1)Mean of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 T1, T1 < (M) < T2, (+) > T2.

3) +, positive, irradiated; -, negative, non-irradiated; M, interme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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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 복합조미식품의 저장 중 TL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Normalization 방법을 이용하여 TL1 측정으로 방사선조사특성이 완전히 사라진 시료(mineral)

에 재조사함으로서 특정한 온도대역의 glow curve를 관찰(TL2)할 수 있게 되며, TL1과 TL2의 특

정한 온도대역의 비(GL1/GL2)를 구함으로서 TL ratio를 구할 수 있다. TL ratio의 threshold

value는 각 방법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0.1 이하를 비조사구, 0.1 이상이면 조사구로

판별한다.

복합조미식품 4종의 TL ratio 산출 결과 비조사시료에서 스푸류는 0.024~0.050, 조미료는

0.021~0.048로 0.1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구로 확인 가능하였고 1 kGy의 조사시료에서는

스푸류 0.946~3,564, 조미료는 1.351~4.099로 0.1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조사구로 판별 가능하였

다.

감마선 조사한 수프류와 조미료를 12개월 저장 후 TL ratio를 측정한 결과 조사선량이 높을수

록 증가하고,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다(Table 2-133, 134). 방사선 조사여부의 판별은 12

개월 후에도 확인 가능하였다.

Table 2-133.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Ramen soup

during 12 months

Sample

Storage

Period

(month)

Irradiation does (kGy)

0 5 10

RS-1

0 0.0451) 2.190 4.392

6 0.024 1.971 3.671

12 0.044 1.126 3.247

RS-2

0 0.050 3.564 5.078

6 0.044 2.708 4.290

12 0.048 0.946 2.252

1) TL1 intensity/ TL2 intensity



- 482 -

Table 2-134. TL ratios (TL1/TL2)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mma-irradiated seasonings during

12 months

Sample
Storage

Period

Irradiation does (kGy)

0 5 10

S-1

0 0.0261) 3.756 4.804

6 0.038 3.348 4.324

12 0.048 1.351 2.797

S-2

0 0.021 4.099 5.554

6 0.039 2.953 4.129

12 0.022 2.034 2.324

1) TL1 intensity/ TL2 intensity.

▪ 감마선 조사 복합조미식품의 저장 중 ESR 판별마커 안정성 확인

조사되지 않은 수프류와 조미료의 ESR spectra는 넓게 퍼져 있고, 약한 ESR signal을 나타내었

으며, 본 실험에서 가장 낮은 선량인 5 kGy와 비교하였을 때 강도가 100배 이상 낮았다. 비 조

사 시료의 ESR signal은 수프류 (RS-1, RS-2)에서 Mn2+ radical이 나타났으며, 조미료류 (S-1,

S-2)에서는 특이한 형태 (hyperfine structure)를 나타내지 않았다. Mn2+ radical은 비 조사-조사

시료에서 모두 발견되고, 방사선 조사 후 다른 형태로 변화하지 않으므로 방사선 조사의 판별에

는 이용될 수 없다. 조사된 복합조미식품류의 signal은 전형적인 crystalline sugar유래의

multi-component radical의 형태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된 복합조미식품 (수프류, 조미료류)을 약 6개월 동안 저장하면서 ESR signal

intensity와 ESR spectra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저장조건은 상온 (15±8℃)과 저온 (-4℃±0.3℃)에서

저장하면서 주기적으로 측정하였다.

감마선 10 kGy로 조사된 수프와 조미료는 160일이 지난 후에도 sugar-like의 signal이 나타나

수프류에 설정된 유통기한 (shelf-life)인 6개월까지 방사선 조사판별이 가능하였으며, 이는 감마선

5 kGy를 조사한 복합조미식품에서도 판별이 가능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라 저온저장시료의 signal

intensity 감쇠도는 20~25%인 반면, 실온저장시료의 signal intensity 감소도는 30~40%로 저온에

서 저장 시 방사선 조사 유래의 radical이 더 오래 포획되어 방사선 조사여부의 판별가능기간이

더 길어짐을 알 수 있었다(Fig. 2-95,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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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5. ESR spectra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for gamma-irradiated Ramen soup at 10 kGy

and sto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left : RS-1, right : RS-2). RT; stored at room

temperature, LT; stored a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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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6. ESR spectra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for gamma-irradiated seasonings at 10 kGy

and sto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left : S-1, right : S-2). RT; stored at room

temperature, LT; stored at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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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육류 및 전자선 조사 법적허가를 위한 법안 완성 및 어패류, 건어포류의

신규허가 연구결과 확보

가. 식육류 및 전자선 조사 법적허가를 위한 법안 상정자료 완성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식품산업의 발전은 도시의 인구집중화와 서구식의 식생활 다변화로 급속하게 발전해

왔으며, 특히 가공편의식품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 식품을 생산하는 식품

업체들은 대량생산체제와 함께 고속 생산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식품산업에 있어서

대량생산과 고속 생산체제는 미생물의 오염기회를 보다 가중시키게 되었으며, 국내 가공식품

의 생산시설과 위생처리 기술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아직도 저급한 수준으로 유통과정

중 국민보건위생 문제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함은 물론 대외 수출 경쟁력에서도 크게

뒤쳐져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전체 식품업체의 85%이상이 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

장인 영세업체들로 구성된 식품가공업소의 현황을 고려하면 유통기간 전면 자율화에 따른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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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수송을 위해 화학 방부된로 구고독성 농약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수입국의 검역

대상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화학약품들 중 대부분은 그 잔

류독성이 문제시되어 이로 인한 소비자들의 보건상 위험노출은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되고 있

다. 더욱이 무분별한 화학약품들업장인용은 식품위생관리인 선임이 폐지된 현행 법규체제에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세업체들에 의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무의식적으로

인용되기도 하며 당국의 감시를 피하여 유통과정을 연기시키고 보존성을 연장시키려는 목적

으로 인용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감시하고 지도단속 할 관리인원은 턱없이 부

족한 실정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려해 ü구때, 어느 누구나 안심하고 편리하게 연장할 수 있는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위생기술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선진국의 기술개발 실상과 새로

운 기술정보에 의하면 식품의 위생처리 기술분야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기술은 국민보건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대단히 크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보건학적 안전성 및 품질의 안정성 때문

에 어떤 위생처리기술 보다도 부가가치가 크고, 공정이 간편한 첨단화된 분야로 평가받고 있

다. 따라서 WTO체제의 지구촌 무역자유화 시대와 더불어 주요 가공 농․수․축산물 및 식품

들에 대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위생화기술을 더욱 확대하여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안정적

발전은 물론 국제시장에서 경쟁력 향상과 함께 국민들의 식품중 위해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

날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감마선 조사기술이 산업화되기까지에는 현대과학의 모든 연구기능을 총동원하여 어떤 다른

식품이나 첨가물 혹은 제약보다도 미생물학적, 독성학적 및 유전학적, 영양학적 안전성을 확

인하기 위한 연구노력이 과거 반세기 동안 선진국의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심도있게 연구된

결과, 그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되어 산업화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용분야의 확대도 급진적

으로 진행되어 가공식품의 위생화에 따른 국민보건향상에 기여케 함은 물론 가공식품의 미생

물 오염으로 인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일차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얻고

있는 실정이다. 유럽공동체(EU)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농․수․축산 가공품의 국제시

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자국의 식품가공원료 및 제품에 대한 품질규격을 높이기 위해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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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 조사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함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감마선 조사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서는 육류의 수출에 있어서 수입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사로 병원성 대장균 O-157:H7, 살모넬

라, 리스테리아 등과 같은 식중독세균들이 검역과정에서 빈번히 문제시되자 지난 1997년 12월

US FDA는 모든 육류에 대한 감마선조사를 승인하고 자국내 육류가공에서는 물론 수출용 육

류가공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을 급속히 서두르고 있다. 이에 뒤이어 1999년 12월

23일 USDA(미 농무성)는 2000년 2월 22일부터 본 기술의 사용을 제 승인하였으며, 이는 자국

의 식품산업 보호차원과 국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최선의 식품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도 감마선 조사기술의 허가품목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가공식품들이 보다 향상된

기술로 품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당국의 긴밀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식품조

사기술의 이용 확대에 식품산업의 요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크게 신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WTO 국제무역체제에 있어 위생식물검역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SPS)이 채택되고 무역의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협정(TBT)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감마선 조사

기술과 같은 해충 및 미생물에 대한 위생화 처리기술이 국제 수준으로 발전할 필요성이 시급

히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감마선 조사기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GATT와 같은 국

제무역 관계기관에서 食品照射에 관한 국제회의를 주관함으로써 照射食品의 국제시장 교역은

일순간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기술 선진국으로 향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급속히 발전되어 가는 식품산업기술의

국제화 추세와 더불어 과거의 보수적인 사고와 모방적 개념을 조속히 탈피하여 국내 식품산

업이 수입식품업체와 위생적 품질면에서 대등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법규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각종 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국민들의 식중독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국

내 식품가공 산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기술과 같은 새로운 식품 위생화 및

저장․가공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품목에 대한 허가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

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국내외 방사선 조사 실용화 실태 및 주요 수출입 교역국의 조사식품 현황을 분석하고, 국내

외 방사선 조사식품 관련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국제기준 및 국내 실정에 적합한 신규 방사선

조사 허가 품목(식육 및 식육가공품) 및 방사선 조사선원(전자선)에 대한 법안 상정 자료를 마

련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식품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은 1960년대에 우주인

식품의 HACCP 프로그램에 본격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어떠한 식품가공기술보다 체계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이 기술은 현재까지 모든 식품가공 기술 중 가장 방대하고 체계적이며 심도있

게 연구되어 왔으며,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그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상황이다. 따

라서 각 국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식품 안전 기술로

높이 평가하고, 그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 안전정책일

환으로 여러가지 식품조사기술을 도입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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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조사기술의 확대 적용을 통한 기대 효과

- 식품의 장기 안전 저장을 통한 식량간접증산 및 가격 안정화: 수확된 농․수․축산물의

해충 및 부패유기체의 생육억제로 식량자원의 위생적 장기 안전저장 및 가격안정화를

꾀할 수 있으며, 농․수․축산물 가공보존 기술의 한 단계 발돋움으로 농․수․축산 생

산자의 소득증대 및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 가공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경쟁력 향상: 식품에 오염된 리스테리아, 대장균

O-157:H7, 살모넬라 등 병원성 세균의 사멸로 더욱 안전한 식품생산과 공급으로 식품매

개 질병예방 및 기존 살균제나 살충농약 등 화학약품 처리의 대체기술로 이용되어 위생

적인 식품생산․유통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 화학 훈증제 사용 금지에 대한 대체기술: 식품의 살균․살충 등에 사용되는 화학 훈증제

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점차 금지되어 OECD가입 선진국들의 경우 해충구제에 사용하고

있는 메틸브로마이드(MBr)를 1999년 25%, 2001년 50%, 2003년 70%까지 감축하고,

2005년 전면 금지키로 협약하여 이에 대한 대체기술로 식품조사기술이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 질 것이므로 국내 식품 및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이용의 다양성 및 완전 밀봉포장 상태로 살균․살충할 수 있는 편리성: 식품조사 시설은

의료용품, 화장품류, 식품포장용기 멸균 등 산업적으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언제든

지 사용이 용이하다. 때문에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콘크

리트 20～30cm까지 잔류 없이 투과하는 감마선의 성질을 이용하므로 완전 포장된 상태

로 살균, 살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살균 후 포장할 필요가 없어 재오염의 기회가 없으므

로 위생적이며 편리하다.

- 국제 식품교역에 있어서 법률의 조화 및 경제적 측면: 식품조사 기술은 식량자원의 해충

사멸 및 공중 보건상 국제식량교역에 있어 검역관리 기술로서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각국에서 평가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법률을 재정비하고 있다.

- 수입 식품전염병 관리: 식량의 2/3이상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발생

하는 모든 식품전염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다른 살균법이 없는 냉동․냉장제품에

대한 검역관리는 무방비상태라 할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원료를 주로 수입

하여 가공되는 편의식품과 각종 수입식품이 날로 증가하여 새로운 식품가공, 저장/위생

화 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들 제품에 감마선 조사기술을 적

극 활용하여 수입 식품유래 식품전염병과 식중독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관리방법이

다.

- 수출상품의 위생적 품질의 개선: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수입국의 위생규격을 극복하고

위생적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수출되는 국내 농․수․축산물 및 그 가공식품 등에 감마

선 조사기술을 적용함으로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 수출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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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 신청 식품품목 및 허용선량

현행 방사선 조사허가 품목 허 용 선 량 처 리 목 적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생 및 건조)

7 kGy

7 kGy

5 kGy

발아, 발근억제

발아, 발근억제

살충, 숙도조절

건조향신료 10 kGy 살균, 살충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조미식품제조원료용전분

7 kGy

7 kGy

5 kGy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효모, 효소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7 kGy

10 kGy

7 kGy

7 kGy

7 kGy

10 kGy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및 두류 및 그 분말

조류식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분말차

침출차

5 kGy

5 kGy

7 kGy

10 kGy

10 kGy

10 kGy

10 kGy

살균

살균, 살충저장

살균, 살충, 물성개선

살균

살균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신규허가신청 품목 허 용 선 량 처 리 목 적

원료육(가금육, 적색육)

육가공품(햄, 소시지, 분쇄육가공품, 어육가공품)

냉장 4.5kGy,

냉동 7kGy

병원성미생물 살균,

보존성․유통안전성 향상,

육질개선

5kGy
병원성미생물 살균,

보존성․유통 안전성 향상

현행 방사선 조사허가 선종 신규 방사선 조사허가 선종

감마선 조사(Co-60 및 Cs-137) 전자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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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어패류(굴)의 신규 허가를 위한 기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주로 해안 만에서 양식되는 굴은 연체동물문(Phylum Mollusca)에 속하며 해수 속의 플랑크

톤 등 부유생물을 아가미로 걸러서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여과섭식자(濾過攝食者, filter feeder)

로서 이 때 해수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미생물도 같이 내장 속에 쉽게 농축되어 축적되는데,

그 중 대장균군과 종속영양성 세균 중 90% 이상은 주로 소화기관에서 발견된다(Lee와 Park,

1996). 굴의 부패에 관여하는 주요 미생물에는 그람음성 단백질 분해 균주로서 아민과 암모니

아를 생산하는 슈도모나스속(Pseudomonas) 및 비브리오속(Vibrio)과, 그람양성 당질 분해 균주

로서 pH를 감소시키는 락토바실루스속(Lactobacillus)이 있다(Lopez-Caballero 등, 2000).

굴과 같은 어패류에서 발견되는 대표적인 식중독 비브리오속은 Vibrio parahaemolyticus,

Vibrio vulnificus 및 Vibrio cholerae가 있는데(Kim 등, 1997; Song 등, 2007; Kelly와 Dinuzzo,

1985; Kaysner 등, 1987) 이 중 V. parahaemolyticus는 패혈증을 유발하는 V. vulnificus 보다는

치사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일본에서는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미생물이며, 우리나라

에서도 살모넬라(Salmonella)에 이어 두 번째로 빈번히 발생하여 2004 - 2007년 발생한 세균성

식중독 사건의 약 16.2%가 이러한 미생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CDC, 2007).

식품을 통해 전파되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소화기 계통을 감염하는 바이러스이고 환자

의 분변이나 구토 등을 통해 바이러스가 식품에 묻은 것을 섭취함으로써 전파되는데 식중독

바이러스로 가능성이 있는 종류로는 노로바이러스(norovirus), 사포바이러스(sapovirus), 에스

트로바이러스(astroviru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

으로 보아 노로바이러스가 전체 연령층에 장염을 유발하는 가장 공통적으로 흔한 바이러스이

며(Koopman과 Duizer, 2004), 쌍각류(bivalve)의 연체동물(굴, 대합, 홍합 등), 시판 얼음, 샌드

위치, 제과점 제품, 샐러드 등에 의한 식중독과도 연관되어 있으나(Jaykus, 2000), 이 중에서도

특히 오염된 해산물로 인한 2차 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굴은 쉽게 변질 될 수 있는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냉장 조건에서도 저장수명

이 짧다. 특히 육 조직이 다른 패류보다도 연약하여 소화 분해되기 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서 단백질의 이용효율이 높으나, 가공, 유통 중 부적절한 온도 조건으로 인하여 품질저하가

빨리 일어나는 단점이 있다(Kong 등, 2002).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생굴의 유통기간에 대한 법

적 규제가 없으나, 일본에서는 10℃에서 4일로 규정하고 있다. 굴의 저장성을 연장하기 위한

연구로는 가열처리와 초고압처리를 통한 오염미생물 제거에 관한 연구가 몇몇 보고되었다

(Patterson, 2005; Ohshima 등, 1993). 그러나, 굴에 가열이나 초고압 처리를 하면 미생물을 효

과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반면, 굴 특유의 조직감과 풍미를 떨어뜨리는 단점을 가지고 있

다.

한편, 방사선 조사기술은 완전포장 후 살균이 가능하고 식품에 잔류독성이 전혀 없으며 식

품 고유의 풍미와 생화학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Byun, 1997)로, 식품 고유의 품질 유

지 및 위생화가 가능한 비열처리 살균방법으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이미 국제기구에서 그 건

전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선진 여러 나라에서 실용화 되고 있다(WHO, 1981; Thayer,

1993; Shay 등, 1988). 이러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성을 이용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굴의 위생

화를 위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며(Chung, 1974; Cho 등, 1986; Linda 등, 2003),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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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등의 선진국들은 굴과 같은 어패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

사를 허용하고 있다(Federal Register, 2005). 그러나, 현재까지의 연구는 일부 세균성 식중독균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으며,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굴

의 위생화를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온도, pH, 염농도 등 다양한 방사선 조사 조건에 따른 영

향 평가 등 보다 폭넓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수행되었다. 1) 방사선 조사가 굴의 주요 병원

성 미생물인 비브리오균과 노로바이러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비브리오균중 주

실험실에서 배양이 쉽고, 가장 많은 식중독을 유발하는 V. parahaemolyticus 및 인공배양이 불

가능한 노로바이러스 대신 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폴리오바이러스(poliovirus)를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온도, pH, 염농도, 용질 농도 등 다양한 방사선 조사환경 및 굴에 인위적으로 오

염시킨 상태에서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2) 방사선 조사가 굴의 식품학적 품질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냉장 및 냉동굴에 대해 방사선을 조사한 후 저장 중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3) 방사선 조사된 굴의 가공조리 적성 평가를 위해 방사선 조

사된 굴을 이용하여 굴전을 제조한 후 저장 중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을 분석하

였다. 4) 방사선 조사된 굴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Ames 테성을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된 굴의 복귀돌연 영원성을 평가하였다. 5) 굴의 방사선 조사 유무 판별을 위해

광발광법(Photostimulated, PSL) 및 열발광법(Thermo -lumines롣 방롣 , TL)을 이용한 물리적

검사특성을 분석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방사선 조사

실험의 재료로 사용한 양식산 참굴(Crassostrea gigas, 체장 8 - 12 cm, 체중 7 - 9 g)은

2007년 1월 경남 고성군 자란만 소재 양식장에서 채취하여 탈각한 생굴을 구입하여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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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였다.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온

(20 ± 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0.01, 0.05, 0.10, 0.20, 0.30, 0.50, 1, 2,

3, 4, 5 kGy가 되도록 감마선을 조사하였으며, 식품학적 품질 평가를 위해 0.5, 1.0, 1.5,

2.0, 3.0, 5.0 kGy가 되도록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폴리오바이러스의 감마선 감수성 평가

LLC-MK2(ATCC Number CCL-7.1
TM

) 세포는 Eagle's Minimal Essential

Medium(EMEM)에 10% irradiated fetal bovine serum(FBS)를 넣어 37℃, 5% CO2 조건에

서 배양하였고, 세포가 90% 이상 단일층을 형성하면 계대배양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폴

리오바이러스는 배양한 LLC-MK2 세포에 접종하여 37℃에서 배양하였고, 3 - 4일 배양한

후 세포병변효과(cytopathic effects: CPE)가 일어나 부착된 세포들이 떨어지면 50 mL 시

험관에 회수하여 액체질소로 급속냉동 시킨 후 37℃ 항온수조에 녹인 다음 균질화(vortex)

하여 세포를 파쇄하였다. 위의 과정을 2회 추가 반복한 후 1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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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상등액을 모아 4℃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용된 폴리오바이러스의

particle 수는 Reed와 Muench 등(1938)의 방법에 따라 TCID50(tissue culture infectious

dose, log10)측정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굴에 폴리오바이러스의 주입은 주사기를 이용한 인공주입(artificial inoculation)과 생굴

의 호흡에 의한 자연주입(natural inoculation)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공주입의 방

법은 다음과 같다. 굴의 중장선 부근에 배양된 폴리오바이러스 100 μL(6 TCID50(log10))을

주입한 후 굴에서의 폴리오바이러스의 적응을 위해 4℃에서 overnight 하였다. 굴에 대한

바이러스의 자연접종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120 mL의 폴리오바이러스 배양액을 첨

가한 7 L의 바닷물에 생굴 40개체를 넣어 16℃의 암소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때

바닷물에 접종된 바이러스의 수는 8.08 TCID50(log10)이었으며, 바닷물의 바이러스 농도는

4.23 TCID50(log10)이었다. 배양 중 공기(산소)는 기포발생기(MP-6500, Millepet Co.,

Gyeonggi-do, Korea)를 사용하여 공급하였으며, 수온은 18℃를 유지하였다. 40개체의 굴을

배양하였으며, 3개체의 굴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온도조건에 따른 배지의 감마선 조사는 굴에 대한 조사법과 동일하며, 조사 시 배지의

온도조건을 실온(20℃), 냉장(4℃) 및 냉동(-70℃)으로 하였고, pH에 따른 배지의 감마선

조사는 배지의 pH를 7, 6, 5, 및 4로 조절, 염농도에 따른 배지의 감마선 조사는 배지의

염농도를 1, 3.5, 7 및 15%로 조절하여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였다. 한편, 배지

희석배율에 따른 감마선 조사는 바이러스배양 배지를 PBS로 100배 및 1000배로 희석하여

0, 0.03, 0.05, 0.10, 0.20, 0.30, 0.50, 0.70, 1, 2 및 10 kGy로 조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바이러스 계수를 위한 시험액은 시료 1개체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멸균팩에 담고, 멸균

된 PBS 50 mL을 첨가하고 2분간 Stomacher(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 하였다. 이 균질액을 15 mL 멸

균 시험관에 5 mL씩 담은 후 15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0.2 μm 시린지 필터(Sartorius, Hannover, Germany)와 시린지(Green-Ject,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여과하여 미생물을 제거하였다. 이 여과액을 10배씩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바이러스의 계수는 동물세포주를 이용한 바이러스 계수법(TCID50)을 이용하였

다. 배양된 세포(LLC-MK2)를 96 well plate(Corning, NY, USA)에 5 × 10
3
의 수로 각 well

에 분주한 후 2일간 37℃, 5 % CO2 상태로 배양하였다. 배양 후 각 well에 10-1씩 단계적

으로 희석된 시료 10 μL를 각각 10개의 well에 분주한 후 5 - 6일간 37℃, 5% CO2 상태로

배양하였다. 배양한 후 세포의 CPE를 관찰하였다. CPE가 관찰된 well을 바이러스 양성반

응으로 판정하고, 희석배율별 양성 반응을 보인 well을 기록한 후 Titer 프로그램(Titer,

Neurogenex Co., Ltd, Seoul, Korea)을 이용하여 바이러스의 수를 계산하였다. 한편, 감마

선 감수성(D10)은 일반적으로 가열처리에 의한 미생물 사멸곡선으로부터 얻어지는 D값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를 90%(1 log cycle) 사멸 시키는데 소요되는 감마선 조사선량(kGy)으

로 산출하였으며, 12D는 D10의 12배에 해당하는 에너지로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

는데 필요한 감마선 조사선량으로 산출하였다.

비브리오균의 감마선 감수성 평가

Vibrio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는 다음과 같

이 실행하였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은행(KTCT)에서 분양 받은 Vibrio p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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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molyticus(KTCT 2471)를 2% 염화나트륨이 첨가된 NB 배지 상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

여 사용하였다. 굴에 대한 V. parahaemolyticus의 접종은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50 mL(3

× 108 CFU/mL)의 V. parahaemolyticus 배양액을 첨가한 15 L의 인공 바닷물에 생굴 50개

체를 넣어 18℃의 암소에서 12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 중 공기(산소)는 기포발생기

(MP-6500, Millepet Co., Gyeonggi-do, Korea)를 사용하여 공급하였으며, 수온은 18℃를 유

지하였다. 50개체의 굴을 배양하였으며, 3개체의 굴을 하나의 그룹으로 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염농도 및 pH에 그리고 온도에 대한 V.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준비는 다음과 같이 실행하였다. 2% 염화나트륨이 첨가된 NB 배지 상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한 V. parahaemolyticus의 배양액 1.5 mL(1 × 108 CFU/mL)을 5000 rpm으

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3%의 멸균 염화나트륨을 첨가한 증류수 1.5

mL에 재부유한 후 다시 5000 rpm으로 5분간 원심분리 후 3%의 멸균 염화나트륨을 이용

하여 재부유하여 배지성분을 제거하였다. 이를 각각의 염화나트륨 농도(0, 1, 3, 5, 10, 20%)

와 초산과 글리신을 이용하여 pH(5, 7.4, 9) 별로 준비된 0.1 M PBS 완충액(pH 7.4) 10 mL

에 100 μL씩을 접종하여 pH 및 염농도 그리고 온도 대한 감마선 감수성에 대한 평가를 하

였다. 한편 배지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료의 경우 배지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감마선 감수성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비브리오 계수를 위한 시험액은 시료 1개체를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멸균팩에 담고, 멸균

된 3% 염화나트륨 50 mL을 첨가하고 2분간 Stomacher(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후 10배씩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지 조성 및 온도에 따른 비브리오 균주의 경우 감마선 조사가 끝난

완충액에 생존한 V. parahaemolyticus의 수를 확인하고, D10 값 및 12D값의 산출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액은 멸균된 3% 염화나트륨을 이용하여 10진 희석법

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2% 염화나트륨이 첨가된 NB agar에 100 μL를 접종하여 도말한 후,

37℃에서 18시간 배양하여 콜로니를 계수하였다. 이 때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mL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냈으며, 미생물 검출을 위한 최소

한계치는 10
1

CFU/mL이었다. 굴에 오염된 V. parahaemolyticus의 수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액은 시료 50 g을 무균적으로 채취하여 멸균팩에 담고, 멸균된 3% 염화나트륨 100 mL을

첨가하여 2분간 Stomacher(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CBS

agar(TCBS, Difco. Co.)에 100 μL를 접종하여 도말한 후, 37℃에서 18시간 배양하여 전형적

인 콜로니(녹색의 집락)만을 계수하였다. 이 때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

여 시료 1 g당 CFU로 나타냈으며, 미생물 검출을 위한 최소 한계치는 101 CFU/g이었다.

시료준비 및 저장

감마선 조사 후 시료를 4℃ 냉장고(Fisher Isotemp, Fisher Scientific Inc., Pittsburgh, PA,

USA)에서 저장하며 품질변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감마선 조사 후 저장 0, 3, 7, 14,

28 일에 실시하였다. 모델시스템을 이용한 굴전은 굴에 감마선을 0, 0.5, 1, 1.5, 2, 3, 5 kGy

조사한 시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방법으로 굴전을 제조 후 냉장(4℃)과 가속저장(35℃) 하

였다. 냉장은 0, 3, 7, 14, 28일 가속저장은 0, 1, 2, 3, 5, 7일간 저장하면서 실험에 각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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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미생물 생육 시험

미생물 검사를 위한 시험액은 시료 10 g에 대하여 멸균된 0.1%의 펩톤수를 100 mL까지

채워 2분간 Stomacher(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다음 총균수를 Plate Count agar(Difco co., USA)에 이용

하여 검사하였다. 미생물 수는 시료 1 g 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다. 검출

을 위한 최소 계수 한계치는 101 CFU/g 이었다.

pH 측정

시료 10 g에 멸균 증류수 90 mL을 가하여 균질기(DIAX900, Heidolph, Schdolph,

Germany)로 균질화 하였다. 그 현탁액을 여과지(No. 4, Whatman International Ltd., Kent,

UK)로 여과하여 4℃에서 10분간 5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켰다. 그 상등액을 취하여 pH

측정기(Orion 520A, 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로 pH를 측정하였다.

지방 산패도 측정

지방산패도는 Jo와 Ahn 등(2000)의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 5 g에 50 μL의 BHA(7.2% in ethanol)와 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균

질기(homogenizer)(DIAX 900, Heidolph, Co., Ltd., Germany)로 균질화시켰다. 균질물 1 mL

에 TBA/TCA 용액(20 mM TBA in 15% TCA) 2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

였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eon, Korea)

를 이용하여 원심분리(2,000 rpm, 15분간)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MA)의 농도를 구하였다. 이 때 얻어진 결과

는 μg malondialdehyde/g sample(wet basis)로 표시하였다

휘발성 염기태질소 측정

휘발성 염기태질소(Volatile Basic Nitrogen, VBN)함량은 Conway 미량 확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Coresopo 등, 1978). 즉, 시료 2 g에 10% TCA 10 mL을 가하여 blender로 30초

간 균질화한 후 다시 10% TCA로 20 mL 까지 채운 후, 여과지(No. 4, Whatman

International Ltd., Kent, UK)로 여과한 여과액 1 mL을 Conway 외실 왼쪽에 넣고 내실에

0.01N H3BO3 1 mL과 Conway 시액 (0.066% methyl red in ethanol : 0.066% bromocresol

green in ethanol = 1 : 1) 50 μL를 가하고, 외실 오른쪽에 K2CO3 1 mL을 넣어 37℃에서 2

시간 방치한 후 내실에 0.02 N H2SO4로 엷은 붉은색이 될 때까지 적정하였다.

관능평가

관능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흐르는 물에 10초간 씻은 뒤 사용하였다. 관능검사를 위한 패

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원 중 훈련된 1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이때의 평가항목은 조직감(texture), 맛(taste), 색(color), 이취(off-flavor), 전체적인 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평가는 매우 좋아한다(강하다) : 7점, 좋지도 싫

지도 않다 : 3점,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 1점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패널은 관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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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나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 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검사 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검사 소요시간은 15 - 20분

으로 정하였다

향기패턴 및 성분 분석

굴의 향기패턴 분석은 Shin 등(2003)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시료 5 g을 40 mL 시험관에

넣어 30℃ 항온수조에서 30분간 방치 후 전자코(GC/SAW Electronic Nose System 7100,

Electronic Sensor Technology, USA)로 측정하였으며, sensor는 GC-SAW (GC-Surface Acoustic

Wave)를 사용하였다. 이 때 사용된 기기의 온도 조건은 SAW sensor는 30℃, column은 60℃,

valve는 120℃, inlet는 150℃, trap은 220℃ 이었다. 굴의 향기성분은 GC-MSD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분석기기는 Agilent 사의 GC(Agilent GC 6890, Palo Alto, CA)에 연결된

MSD(Agilent MSD 5975B)를 사용하였다. 분석 컬럼으로 HP-5MS capillary(30 m × 0.25

mm × 0.25 μm, Hewlett-Packard, Wilmington, Delaware)를 사용하였고, 컬럼 온도는 40℃

에서 5분간 유지하고 이어서 60℃까지 분당 5℃ 승온한 후 5분간 유지하였으며, 주입구의

온도는 150℃로 유지하였다. 운반기체는 헬륨가스(0.5 mL/min)를 사용하였고 시료의 주입량

은 1 mL이었으며 split mode(split ratio = 20 : 1)로 분석하였다.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Ames test)

복귀 돌연변이 시험은 Ames test(Ames 등, 1975; Maron과 Ames, 1983)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전자형 확

인을 위해 히스티딘 요구성 여부, 자외선에 대한 민감도(uvrB 돌연변이), rfa 돌연변이의 유

지여부 및 R-factor에 의한 암피실린 또는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전형질

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전성 센터에서 계

대 배양 중인 것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유전형질이 확인된 균주는 영양배지(nutrient broth)

No. 2(Oxoid Ltd., Hampshire, England, UK)에 접종하여 37℃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Vision Scientific 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대사활성을 위한 간 균질액

(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5%(v/v)의 S9 mixture를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9 mixture는 0.5

mL/plate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성은 2-aminoanthracene(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였

다. 음성대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조제에 사용한 70% 에탄올을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물질

로는 4-nitroquinoline-1-oxide(4-NQO), sodium azide(SA) 및 2-AA를 Sigma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각각의 시험액의 처리는 대사활성계 적용(+S) 및 미적용

(-S)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으로 하였으며, 각 농도군당 2개 plate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험액 0.1 mL과 S9 mixture(또는 멸균증류수) 0.5 mL에 배양액 0.1 mL을 top agar

에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였다. 시험 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발성의 판정은 복귀변이 집락수가 용매 대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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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된 굴의 물리적 검사법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PSL 시스템 (serial: 0021,

SURRC: Scottish Universities Research and Reactor Center, UK)은 제어장치와 sample

chamber 및 detector head assembly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장치는 근적외선 발광다이오드에

의해 발생되는 근적외선 발생장치가 있고 조사시료로부터 발광된 빛에너지는 bialkali

cathode 광즉폭관에서 증폭되어진 후에 컴퓨터를 통 bial된 빛에너지의 양이 숫자화되어진

다. al은 5 g 정도의 건조돈 굴을 50 mm 직경의 1회용 페트리 디쉬(Bibby Sterilin t진다텥

발밲밲)에 담고 시료실에 넣은 다음 60초 동Hial되는 초마다의 방사되는 빛의 양을 읔 다al

값(accumulated photon count, AP뱃)으로 조사 담무를 판단하였다. al 조건은 으로 조e t쉩

료로 1 sec, 으로 조e 횟수 60, dark count 14 ± 1.7 그리고 light count 10 ± 1.윱 5다. al결

과의 판정에서 lower threshold value(T윱)는 700 counts/60 sec, upper threshold value(T2)

는 5000 counts/60 sec이었으며, T1 이하의 값은 비조사 시료(negative)로, T2 이상이면 감마

선 조사된 시료(positive)로 판별하였으며, 700 - 5000 counts/60 sec 사이의 값을 중간 값

(intermediate)으로 하였다(Schreiber, 1996; Chung 등, 2000).

감마선 조사 시료의 Thermoluminescence(TL) 분석은 표준화된(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 2001)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TL 측정을 위해 필요한 미네랄을 분리하고자

예비 실험을 하였다. 생굴 시료 200 g에 water rinsing하는 방법으로 미네랄을 채취할 수 있

었다. 즉, 시료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초음파 교반기(Branson 3210, Branson

Ulltrasonic Co., Danbury, CT, USA)에서 5분간 처리 한 후 다시 시료를 증류수로 세척하여

125 ㎛ 체를 통과 시켜 일정시간 정치시킨 후 침전물을 취하였다. 침전물은 sodium

polytungstate 용액(2.0 g/mL) 5 mL을 가하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일

반적으로 혼입된 미네랄에는 탄산염(carbonate)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재(再)조사 후 측정

시 1차 측정 TL glow curve에 대하여 영향을 초래하므로 1 N 염산 2 mL을 가해 10분간

암소에서 정치함으로써 탄산염을 제거하였고 1 N 수산화암모늄 2 mL을 가해 중화시켰다.

중화된 미네랄은 증류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 아세톤으로 몇 차례 세척한 후 건조 시켰다.

건조된 미네랄은 알루미늄 박판(aluminium disc,∮6 mm)에 옮겨 담고 50℃ 항온기에서 24

시간 예열 한 후 TLD 시스템(Harshaw TLD-4500, Dreieich, Germany)을 이용하여 고순도

질소 가스(99.9999%) 기류 하에서 측정하였다. TLD의 분석 조건은 초기 온도를 50℃로 하여

5초 동안 예열한 후 최고온도 400℃, 가온율 50℃/sec로 하고 annealing time을 설정하였다.

감마선 조사 여부의 확인은 조사된 시료에서 발견되는 특유의 곡선 영역에 대한 면적의 비

(ratio)로 판단하였다. 즉, 150℃ 전후에서 1차 측정된 TL glow curve를 TL1으로 나타내었으

며, TL1의 normalization을 위하여 측정된 미네랄에 감마선 재조사(1 kGy)를 실시하여 2차

TL glow curve(TL2)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150 - 200℃ 범위의 TL1/TL2 면적비(TL ratio)를

구하여 조사 여부 확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threshold value를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소프트웨어(1990)에서 프로그

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를 수행하고 유의적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 간의 차

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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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조사온도가 폴리오바이러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온도에 의한 감마선 조사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폴리오바이러스가 배양된 배지(EMEM)

를 실온, 냉장 및 냉동(20℃, 4℃, -70℃) 온도에서 감마선을 조사하였으며, 폴리오바이러스의

감마선 감수성은 Table 2-135과 Fig. 2-97에 내었다. 실온과 냉장온도에서의 감마선 감수성

(D10)은 각각 3.39 kGy와 3.22 kGy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냉동온도(-70℃)에서 폴리오바이

러스의 감마선 감수성은 8.25 kGy로 매우 실온 및 냉장온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히드록실 라디칼과 같은 자유라디칼은 바이러스

의 핵산과 단백질 구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바이러스를 불활성화 시키는데, 어는점 이하

의 온도에서 감마선을 조사하면 수분활성도가 감소하고 물의 동결에 따라 라디칼의 확산이

제한되기 때문에 동결온도 이하에서 감마선 저항성이 높아지게 된다(Sommers 등, 2002;

Thayer and Boyd, 2001).

Table 2-135. Radiosensitivity of poliovirus under various irradiation temperatures.

Temperature (℃) D10 (kGy) 12D (kGy)

20 3.39b1) 40.7b

4 3.22b 38.6b

-70 8.25a 99.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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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97. Radiation survival curve of poliovirus under various irradiation temperatures. □: -7

0℃, ◇: 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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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폴리오바이러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는 pH 변화에 의해 생존률이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uizer

등, 2004). 따라서, 감마선 조사 시 pH 변화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H를 4 - 7 까지

조절한 후 감마선을 조사하여 폴리오바이러스의 감마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2-136

와 Fig. 2-98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초기 바이러스 수는 pH가 감소할수록 약간 감소하여

pH 7에 비해 pH 4에서 약 0.4 log cycle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마선 감수

성(D10)은 3.39 - 3.73 kGy로 pH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오바이러스

는 Picornaviridae과의 장내바이러스(enterovirus)로 일반적인 바이러스에 비해 비교적 산에 안

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칼리시바이러스과의 경우 낮은 pH에서 바이러스의 활성이 약간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Duizer 등, 2004).

Table 2-136. Radiosensitivity of poliovirus under various pH

pH D10 (kGy) 12D (kGy)

7 3.71a1) 44.5a

6 3.40b 40.8b

5 3.73a 44.8a

4 3.39b 40.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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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98. Radiation survival curve of poliovirus under various pH.

×: pH 4, △: pH 5, □: pH 6, ◇: pH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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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농도가 폴리오바이러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염농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염농도(염화나트륨)를 1 - 15% 까지 변화를 주어 폴

리오바이러스의 감마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를 Table 2-137과 Fig. 2-99에 나타내었다. 염농

도 변화에 따른 초기 바이러스 수는 염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15% 염농도의 경우

1% 염농도에 비해 약 0.8 log cycle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염의 첨가는 초기 바이러

스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폴리오바이러스의 감마선 감수성은 1% 염농도

에서 3.86 kGy 이었으나, 3.5, 7.0 및 15% 염농도에서는 3.01, 3.11 및 3.14 kGy로 나타나

D10 값이 감소하였다. 바이러스는 염의 종류 및 농도에 따라 다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Eubanks와 Farrah (1981)의 연구에 따르면 폴리오바이러스 및 다른 장내 바이러스의 경우

sodium fluoride 용액에서는 급속하게 불활성화된 반면 다른 나트륨염(sodium salt)의 경우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적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Table 2-137. Radiosensitivity of poliovirus contaminated under various salt concentrations.

Salt concentration (%) D10 (kGy) 12D (kGy)

1 3.86a1) 46.3a

3.5 3.01b 36.1b

7 3.11b 37.3b

15 3.14b 37.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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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99. Radiation survival curve of poliovirus under various salt concentrations.

◇: 1%, □: 3.5%, △: 7%,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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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이 폴리오바이러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 라디칼은 단백질, 당 및 지방 등 용액 내의 다양한 조성

물과 반응하게 되는데 이러한 조성물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바이러스가 배양된 배지를

PBS로 100 및 1,000배 희석하여 감마선 감수성을 평가하였다(Table 2-138와 Fig. 2-100). 그

결과 초기 바이러스 수는 배지 희석배율이 증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D10

값의 경우 배양배지(EMEM)에서는 2.94 kGy 이었으나, 희석배율이 증가함에 따라 100배 및

1,000배 희석액에서는 각각 0.46 및 0.18 kGy로 감소하였다. 이는 바이러스를 배양한 배양배

지(EMEM)의 경우 단백질, 당 및 지방 등 다양한 조성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조성물질

은 감마선에 의하여 생성되는 라디칼을 소거시키는 인자(scavenger)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칼리시바이러스

(Calicivirus)를 대상으로 단백질의 양을 조절하여 실험한 결과 고단백질 용액에서 바이러스

의 감마선 저항성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Husman 등, 2004).

Table 2-138. Radiosensitivity of poliovirus under various solute concentrations.

Treatment D10 (kGy) 12D (kGy)

Culture broth (EMEM) 2.94a1) 35.3a

Culture broth : PBS (1 : 100) 0.46b 5.5b

Culture broth : PBS (1 : 1,000) 0.18c 2.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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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00. Radiation survival curve of poliovirus under various solute concentrations.

◇: Media, □: PBS (1 /100), △: PBS(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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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에 오염된 폴리오바이러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굴에 오염된 폴리오바이러스의 감마선 감수성을 분석하기 위해 굴에 폴리오바이러스를 인

공접종(artificial inoculation) 및 자연접종(natural inoculation) 방식으로 주입한 후 폴리오바

이러스의 감마선 감수성을 분석하였다(Table 2-139 및 Fig. 2-101). 그 결과 굴에서의 폴리오바

이러스에 대한 감마선 감수성(D10)은 인공 접종의 경우 3.02 kGy로 나타났으며, 자연 접종의

경우 2.84 kGy로 나타났다. 이는 배양배지에서의 D10 값(2.94 kGy)과 유사한 결과로 배지와

굴의 환경이 유사하기 때문에 감마선 조사에 의한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2-139. Radiosensitivity of poliovirus contaminated in oyster.

Inoculation method D10 (kGy) 12D (kGy)

Artificial inoculation oyster 3.02ns1) 36.2ns

Natural inoculation oyster 2.84 34.1

1)ns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a column (p<0.05).

Fig. 2-101. Radiation survival curve of poliovirus contaminated in oyster.

△: Natural inoculation oyster, □: Artificial inoculation oy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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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온도가 비브리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온도가 V.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V. parahaemolyticus를 PBS 완충액(3% 염화나트륨)에 접종하여 실온, 냉장, 냉동(20℃, 4℃,

-70 ℃)으로 감마선을 조사한 후 감마선 감수성을 분석하였다(Table 2-140 및 Fig. 2-102). 미

생물의 감마선 감수성은 동일종의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생물형(biotype), 혈청형(serotype)

및 기원(source)에 따라 달라지며, 감마선 조사 시의 다양한 환경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

(Urbain, 1986). 본 연구결과 실온(20℃)에서 D10 값이 0.038 kGy로 나타났는데, 이는 0.85%

염화나트륨 농도에서 V. parahaemolyticus의 D10 값이 0.03 - 0.04 kGy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Dion 등(1994)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한편, 온도에 의한 영향의 경우 냉장(4℃)조건에서의

D10 값은 0.039 kGy로 실온조건과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냉동(-70℃)조건에서의 D10 값은

0.070 kGy로 실온과 냉동온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감마선 조사온도가 V.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

우나, 여시니아속(Yersinia), 대장균 O157:H7 및 스타필로코쿠스 아우레우스(Staphylococcus

aureus)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Sommers 등, 2002), 폴

리오바이러스의 실험결과와도 일치한다.

Table 2-140. Radiosensitivity of V. parahaemolyticus under various irradiation temperatures.

Temperature (℃) D10 (kGy) 12D (kGy)

20 0.038b1) 0.460b

4 0.039b 0.474b

-70 0.070a 0.84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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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02. Radiation survival curve of V. parahaemolyticus under various irradiation temperature.

□: -70℃, ◇: 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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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비브리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pH가 V.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BS 완충액(3%

염화나트륨) 용액에 초산과 글리신을 이용하여 pH를 5.5, 7.4 및 9.0로 조절한 후 V.

parahaemolyticus를 접종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후 감마선 감수성을 분석하였다(Table 2-141 및

Fig. 2-103). 그 결과 감마선 조사 전 초기 미생물수는 pH 변화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Wong과 Wang(2004)도 pH가 5.0 - 7.8일 경우 V. parahaemolyticus의 초기생육에 영

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 이었다. 한편, pH가 감마선 감

수성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pH 5.5, 7.4 및 9.0에서의 D10값은 각각 0.038, 0.033 및 0.036

kGy으로 나타나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pH가 V. parahaemolyticus

의 감마선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이는 상기의 폴리오바이

러스와 비슷한 결과로써 pH에 의한 V.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41. Radiosensitivity of V. parahaemolyticus under various pH.

pH D10 (kGy) 12D (kGy)

5.5 0.038ns1) 0.460ns

7.4 0.033 0.401

9.0 0.036 0.437

1)nsNo significant difference within a column (p<0.05).

Fig. 2-103. Radiation survival curve of V. parahaemolyticus under various pH. □: pH 5.5, ◇: pH

7.4, △: pH 9



- 502 -

염농도가 비브리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염농도가 V.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PBS 완충액

에 염화나트륨을 1, 3, 5, 10 및 20%의 농도로 조절한 후 V. parahaemolyticus를 접종하여 감

마선을 조사한 후 감마선 감수성을 분석하였다(Table 2-142 및 Fig. 2-104). 그 결과 염농도에

따른 초기 V. parahaemolyticus수는 염화나트륨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Chiang 등(2008)의 연구결과에서도 염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V. parahaemolyticus의

생육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염농도가 감마선 감수성에 미

치는 영향의 경우 1, 3, 5 및 10%의 염농도에서 D10값은 각각 0.032, 0.034, 0.029 및 0.030

kGy로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 염농도에서는 D10값이 0.045 kGy

로써 약 1.5배 정도 저항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pH가 V. parahaemolyticus

의 감마선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역시 수행되지 않았으나, 이는 높은 염농도로

인한 수분활성도의 감소로 인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라디칼의 양이 감소하였기 때

문으로 생각된다.

Table 2-142. Radiosensitivity of V. parahaemolyticus under various NaCl concentrations.

NaCl concentration (%) D10 (kGy) 12D (kGy)

1 0.032b1) 0.387b

3 0.034b 0.416b

5 0.029b 0.356b

10 0.030b 0.365b

20 0.045a 0.54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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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03. Radiation survival curve of V. parahaemolyticus under various salt concentrations. ◇:

1%, □: 3%, △: 5%, ○: 10%,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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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이 비브리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배양액에 존재하는 용질의 농도가 V.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배양배지와 PBS에 각각 V. parahaemolyticus를 접종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후

감마선 감수성을 분석하였다(Table 2-143 및 Fig. 2-104). 그 결과 배양배지에 비해 PBS에서

V. parahaemolyticus의 초기 미생물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10값 역시 배양배지와

PBS 조건에서 각각 0.22 및 0.03 kGy로 배양배지에서 감마선 저항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 마찬가지로 용질의 농도가 V. parahaemolyticus의 감마선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으나, 이는 폴리오바이러스의 실험결과에서와 같이 배양배지의 경우

단백질 등 다양한 조성 물질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조성 물질이 감마선에 의하여 생성되는

라디칼과 반응하여 균주에 대한 감수성을 감소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2-143. Radiosensitivity of V. parahaemolyticus under culture broth and PBS buffer(3% NaCl).

Treatment D10 (kGy) 12D (kGy)

Culture broth (Nutrient broth) 0.22a1) 2.64a

0.1M PBS (3% NaCl) 0.03b 0.4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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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104 Radiation survival curve of V. parahaemolyticus under culture broth and PBS buffer(3%

NaCl). ◇: Nutrient broth, □: 0.1M PBS(3%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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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에 오염된 비브리오의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굴에 V. parahaemolyticus를 인위적으로 접종시킨 후 감마선 조사에 따른 감수성 평가결과를

Table 2-144과 Fig. 2-10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V. parahaemolyticus가 약 5 log 정도 오염된

굴은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1 kGy 선량에서는 V.

parahaemolyticus가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D10값의 경우 0.20 kGy로 비브리오를 배양한

NB 배지의 0.22 kGy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현재까지 감마선을 이용하여 굴에 오염된

V. parahaemolyticus를 제어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Jakabi 등 (2003)은 V.

parahaemolyticus가 굴에 4 - 6 log 수준으로 오염되어 있을 경우 1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

해 검출한계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Kilgen 등(2001)과 Lopez (2001) 또한

유사한 결과를 얻어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Andrews 등(2004)은 굴에 약 3

log 수준으로 오염된 V. vulnificus 역시 0.75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검출한계 이하로 제

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Su와 Liu(2007)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2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를 통해 비브리오균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Table 2-144. Radiosensitivity of V. parahaemolyticus contaminated in oyster.

Irradiation dose

(kGy)
0 0.2 0.3 0.5 0.7 1.0

D10

(kGy)

log CFU/g 5.14a1) 4.29b 3.61c 2.82d 1.65e ND2) 0.20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 log CFU/g).

Fig. 2-105. Radiation survival curve of V. parahaemolyticus contaminated in oy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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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굴의 생균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기술은 식품 고유의 풍미, 조직감, 그리고 영양 성분의 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미생물을 사멸시켜 저장성을 연장 시킬 수 있는 비열처리 가공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Thayer, 1993). 본 연구에서는 생굴을 감마선 조사하여 4℃에서 28일간 저장하면서 총균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2-145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초기 미생물오염도는

약 4.14 log CFU/g 정도였고, 조사 직후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총균수는 감소하여 3 kGy

이상 조사할 경우 1 log CFU/g까지 총균수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일반적으

로 식품에서 총균수가 5 - 6 log CFU/g에 도달하면 부패 초기, 7 log CFU/g에서는 부패현

상을 나타내어 더 이상 가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ee 등, 2000), 본 연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해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

3일에 초기부패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의 증식이 억제되어 3

kGy 이상 조사할 경우 저장 28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균수는 3 - 4 log CFU/g

정도로 나타나 초기부패(5 - 6 log CFU/g)수준에 도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보

고에 의해 신선한 굴의 경우 초기균수가 약 2 - 3 log CFU/g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Chung, 1969; Chung, 1974), 본 연구에서는 약간 높아 4 log CFU/g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효과로 인해 초기균수를 낮출 수 있었고, 저장기간 또한

연장시킬 수 있었다.

Table 2-14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otal bacterial counts(log CFU/g) of raw oyster

during storage at 4℃.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7 14 21 28

0 4.14 ± 0.12a1)A2) 5.13 ± 0.36aB 5.97 ± 0.31aC 6.62 ± 0.28aD 7.72 ± 0.42aE 8.54 ± 0.37aF

0.5 4.11 ± 0.18aA 4.68 ± 0.21abB 5.95 ± 0.42aC 6.23 ± 0.13aD 7.13 ± 0.36aE 7.88 ± 0.41abF

1 3.57 ± 0.24bA 4.51 ± 0.29bB 5.26 ± 0.36bC 5.45 ± 0.19bC 6.53 ± 0.17bD 7.29 ± 0.34bF

1.5 3.34 ± 0.16bA 4.11 ± 0.33cB 4.38 ± 0.24cB 4.48 ± 0.22cB 5.51 ± 0.33cC 6.47 ± 0.26cD

2 2.66 ± 0.11cA 3.42±0.18dB 3.51 ± 0.17dB 4.18 ± 0.11dC 4.64 ± 0.15dD 5.54 ± 0.28dE

3 1.61 ± 0.12dA 2.14±0.24eB 2.76 ± 0.13eC 3.35 ± 0.14eD 4.28 ± 0.17dE 4.98 ± 0.18eF

5 1.15 ± 0.14eA 1.43±0.12fAB 1.48 ± 0.19fAB 1.69 ± 0.12fB 2.17 ± 0.13eC 3.28 ± 0.21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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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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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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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변화에 미치는 영향

생굴의 저장 중 pH 변화는 품질 변화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인데, 일반적으로 패류는 어류

나 다른 갑각류와는 달리 특히 탄수화물(글라이코젠)의 함량이 높으며, 총질소의 함량이 낮은

등 화학적 조성에 차이가 있는데, 굴의 부패는 비교적 높은 함량의 글라이코젠에 기인하며

발효과정을 거쳐 유기산의 축적으로 인하여 pH의 점차적 감소로 나타나 pH가 6.2 - 5.9는

“good", 5.8은 ”off", 5.7 - 5.5는 “musty", 5.2 이하는 sour 또는 putrid로 규정하고 있다(Jay,

1996). 생굴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저장 중 pH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146와 같다. 조

사 직후 pH의 범위는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약 5.8 - 6.1의 범

위를 보였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조사구의 pH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장 28일에

는 5.48까지 떨어졌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해 pH의 감소는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2

kGy 이상 조사된 굴의 경우 pH가 처음과 거의 유사하거나 약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앞의 총균수 결과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저장 중 미생물의 증식속도

가 느려지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굴의 저장성 연장을 위한 최소한의 선량은 2 kGy 이

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14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pH of raw oyster during storage at 4℃.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7 14 21 28

0 6.07 ± 0.08a1)A2) 5.86 ± 0.05aB 5.71 ± 0.14bC 5.59 ± 0.05dD 5.56 ± 012dD 5.48 ± 0.11dE

0.5 6.10 ± 0.05aA 5.89 ± 0.07aB 5.78 ± 0.08bC 5.71 ± 0.07cD 5.65 ± 0.09cE 5.57 ± 0.14cF

1 6.06 ± 0.08aA 5.83 ± 0.08aB 5.79 ± 0.09abB 5.72 ± 0.08cC 5.68 ± 0.08cC 5.61 ± 0.10cD

1.5 6.04 ± 0.07aA 5.87 ± 0.09aB 5.82 ± 0.10aB 5.74 ± 0.09bcC 5.70 ± 0.11bcC 5.68 ± 0.09bcC

2 5.84 ± 0.09aA 5.84 ± 0.13aA 5.81 ± 0.06aA 5.77 ± 0.11bA 5.74 ± 0.09bA 5.76 ± 0.12aA

3 5.88 ± 0.07aA 5.84 ± 0.09aA 5.83 ± 0.08aA 5.81 ± 0.09abA 5.79 ± 0.08abAB 5.77 ± 0.05aB

5 5.96 ± 0.08aA 5.85 ± 0.10aA 5.83 ± 0.09aA 5.85 ± 0.06aA 5.82 ± 0.09aA 5.81 ± 0.09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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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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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 염기태질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

휘발성 염기질소(VBN) 함량은 단백질의 변패정도를 측정하는 식품의 저장성 설정 지표로

서 식품 저장 및 발효과정 중 유리아미노산, 핵산관련물질, 아민류 및 암모니아 등 질소화합

물이 생성되어 VBN 함량이 증가되며 이취가 발생한다(Coresopo 등, 1978). 본 연구에서 굴

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저장하는 동안 VBN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147에 나타내었

다. 무처리된 굴의 초기 휘발성 염기질소는 약 2.8 mg%이었는데, 일반적으로 신선한 굴의

VBN 함량은 약 8 - 15 mg% 정도(Oh와 Heu, 1998; Kong 등, 2006a; Kong 등, 2006b)인 것

으로 나타나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직후 굴의 VBN

함량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조사구의 VBN 함량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조사된 굴의 VBN 함량은 서서히 증

가되었다. 특히, 2 kGy 이상 조사할 경우에 굴의 VBN 함량 증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미생물 분석 결과와 동일하며, 미생물 생육 저하로 인해 대조구보다 VBN 함량

증가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147.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VBN(mg%) contents of raw oyster during storage

at 4℃.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7 14 21 28

0 2.86 ± 0.08F1) 3.58 ± 0.17a2)E 7.39 ± 0.52aD 9.17 ± 0.79aC 12.39 ± 0.82aB 26.45 ± 1.32aA

0.5 2.83 ± 0.13E 2.84 ± 0.05bE 2.98 ± 0.08bD 3.15 ± 0.11bC 9.85 ± 0.32bB 14.27 ± 0.79bA

1 2.79 ± 0.05D 2.81 ± 0.08bD 2.92 ± 0.07bD 3.11 ± 0.09bC 7.41 ± 0.48cB 9.92 ± 0.64cA

1.5 2.76 ± 0.07D 2.82 ± 0.12bCD 2.89 ± 0.06bC 2.96 ± 0.14bC 4.68 ± 0.26dB 6.25 ± 0.58dA

2 2.84 ± 0.05B 2.83 ± 0.07bB 2.87 ± 0.11bB 2.91 ± 0.07bcB 3.21 ± 0.13eA 3.39 ± 0.25eA

3 2.81 ± 0.12B 2.82 ± 0.04bB 2.84 ± 0.07bB 2.89 ± 0.05cB 3.04 ± 0.09fA 3.12 ± 0.12efA

5 2.78 ± 0.14B 2.82 ± 0.09bAB 2.83 ± 0.06bA 2.86 ± 0.09cA 2.89 ± 0.06gA 2.93 ± 0.19fA

1)A-F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a-g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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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산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Table 2-148는 감마선 조사된 굴의 저장 중 지질 산화도(TBARS) 변화를 나타내었다. 일반

적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지질의 산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지질산화

는 식품의 품질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Ahn 등, 2000a). 본 연구에서도 비조사구의 TBARS

값은 약 1.1 MA ㎍/g 인데 반해, 조사직후 굴의 TBARS값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값이

증가하여 5 kGy 조사구의 경우 3.3 MA ㎍/g 까지 증가하였다. Cho 등(1986)의 결과에서도

조갯살(shucked shellfish)과 홍합살(shucked mussel)에 방사선 조사를 할 경우 TBARS값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시료

에서 TBARS값은 증가하였으나,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증가가 억제되었다. 특히, 5 kGy 조

사구의 TBARS값은 저장 28일에 20.6 MA ㎍/g 으로 나타나 모든 시료들 중 가장 낮았다.

일반적으로 식품내 미생물의 증식, 단백질 부패도와 지질 산패도는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굴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이 사멸되어 부패에

도달하는 기간이 연장되었고, 지질 산패도의 증가를 억제시키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

되었다.

Table 2-148.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BARS(MA ㎍/g) values of raw oyster during

storage at 4℃.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7 14 21 28

0 1.16 ± 0.02f1)F2) 2.26 ± 0.05fE 5.83 ± 0.14eE 9.56 ± 0.31fC 20.11 ± 0.23cB 24.59 ± 0.32aA

0.5 1.89 ± 0.02eF 2.25 ± 0.03fE 5.44 ± 0.06fD 10.07 ± 0.19eC 19.38 ± 0.27dB 24.04 ± 0.29aA

1 1.97 ± 0.03
dF

2.38 ± 0.05
eE

6.17 ± 0.18
dD

12.58 ± 0.34
dC

21.34 ± 0.35
bB

23.33 ± 0.17
bA

1.5 1.94 ± 0.03dF 2.46 ± 0.04dE 6.66 ± 0.07cD 15.66 ± 0.22cC 19.49 ± 0.18dB 22.58 ± 0.26cA

2 2.1 ± 0.02cF 2.72 ± 0.04cE 7.74 ± 0.21bD 16.08 ± 0.17bC 23.21 ± 0.32aA 22.51 ± 0.13cB

3 2.23 ± 0.05bF 3.24 ± 0.03bE 7.63 ± 0.09bD 18.61 ± 0.33aC 20.33 ± 0.26cB 22.27 ± 0.28cA

5 3.32 ± 0.04aF 4.26 ± 0.06aE 8.42 ± 0.18aD 18.02 ± 0.28aC 20.01 ± 0.29cB 20.63 ± 0.21dA

1)a-f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2)A-F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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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적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한 생굴의 저장 중 관능적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149에 나타내

었다. 색(color), 조직감(texture), 맛(taste), 향미(flavor),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모든 항목에서 감마선 조사량과 저장 기간이 증가할수록 기호도는 유의적

으로 낮아졌다(p<0.05). 색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량의 변화에 따른 기호도의 감소는 유의적

으로 나타났으나(p<0.05), 대조구가 6.3, 5.0 kGy 조사구가 5.5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색의 변화는 기호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저장 21일째 5.0 kGy 조사구가 4.2로

보통의 기호도를 보였다. 조직감은 대조구가 5.1, 2.0 kGy 조사구가 4.2로 감마선의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낮은 기호도를 보였으며(p<0.05), 저장 3일째 1.5 kGy가 4.1을 보여

저장 3일 이후에는 보통이하의 조직감을 나타내었다. 맛에 있어서 조사 직후에는 1.5 kGy

까지 보통 이상의 기호도를 보였으며 2.0 kGy 조사구부터 저장 0일째 3.9, 3일째 3.7, 7일째

3.6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특히 저장 14일부터는 1.5 kGy 조사구 역시 기호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향미는 저장 3일째까지는 2.0 kGy 조사구가 4.2였으며, 2.0 kGy 조사구의 저장

7일 이후부터 3.0 및 5.0 kGy 조사구의 모든 저장기간에서 보통이하의 낮은 기호도를 나타

내었다. 특히 5.0 kGy로 조사된 생굴을 28일간 저장한 경우 기호도가 1.7로 매우 낮게 나타

났다(p<0.05). 향미의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은 저장 중 부패취 또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이

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Gardner와 Watts(1957)는 이러한 이취를 ‘grassy'라고 묘사하였

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0, 0.5, 1.0 및 1.5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 시 저장 14일째까지

보통의 기호도를 보였으며, 3.0 및 5.0 kGy로 감마선 조사 시 기호도는 크게 낮아졌다. 이러

한 결과는 Chung 등(1969)의 연구에서와 같이 감마선 조사구는 비조사구에 비해 저장기간

이 지날수록 급격하게 기호도가 낮아져 저장 14일부터는 매우 낮은 수준의 기호도를 나타내

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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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49.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sensory qualities of raw oyster during storage at

4℃.

Sensory

(Items)

Storage

(Days)

Irradiation dose (kGy)

Con 0.5 1.0 1.5 2.0 3.0 5.0

Color

0 6.3 ± 0.5 5.9 ± 0.3a2) 6.2 ± 0.4a 6.1 ± 0.7a 5.8 ± 0.5a 5.6 ± 0.6a 5.5 ± 0.4a

3 -1) 4.8 ± 0.4b 5.3 ± 0.2b 5.3 ± 0.4ab 5.4 ± 0.3a 5.2 ± 0.4a 4.9 ± 0.5a

7 - - - 4.7 ± 0.3b 4.9 ± 0.4ab 5.1 ± 0.5a 4.8 ± 0.3ab

14 - - - 4.5 ± 0.5b 4.8 ± 0.2b 4.7 ± 0.3ab 4.5 ± 0.3b

21 - - - - 4.3 ± 0.4b 4.4 ± 0.2b 4.2 ± 0.4bc

28 - - - - - - 3.9 ± 0.2c

Texture

0 5.1 ± 0.3A3) 4.9 ± 0.3A 4.7 ± 0.4A 4.6 ± 0.3aA 4.2 ± 0.5aAB 3.4 ± 0.3aB 3.1 ± 0.4aB

3 - 4.4 ± 0.4A 4.2 ± 0.2A 4.1 ± 0.4aA 3.7 ± 0.2aAB 3.2 ± 0.2aB 2.8 ± 0.4aB

7 - - - 3.9 ± 0.3abA 3.4 ± 0.5abAB 2.9 ± 0.4aB 2.5 ± 0.2abB

14 - - - 3.6 ± 0.4bA 2.9 ± 0.1bB 2.7 ± 0.2abBC 2.3 ± 0.1bC

21 - - - - 2.5 ± 0.2cA 2.4 ± 0.3bA 2.2 ± 0.3bcA

28 - - - - - - 1.8 ± 0.2c

Taste

0 6.4 ± 0.6A 6.2 ± 0.4aA 6.1 ± 0.4A 5.7 ± 0.3aA 3.9 ± 0.3aB 3.3 ± 0.2aC 2.1 ± 0.2aD

3 - 3.6 ± 0.4bB 5.6 ± 0.6A 5.5 ± 0.5aA 3.7 ± 0.4aB 2.6 ± 0.4aC 1.9 ± 0.2aD

7 - - - 5.1 ± 0.4abA 3.6 ± 0.5abB 2.4 ± 0.4abC 1.7 ± 0.1aD

14 - - - 4.6 ± 0.3bA 3.3 ± 0.4bB 2.1 ± 0.2bC 1.6 ± 0.3abD

21 - - - - 3.2 ± 0.2bA 1.5 ± 0.2cB 1.4 ± 0.3bB

28 - - - - - - 1.3 ± 0.2b

Flavor

0 6.5 ± 0.6A 6.4 ± 0.4aA 6.2 ± 0.4A 5.9 ± 0.3aAB 4.4 ± 0.5aB 3.7 ± 0.3aBC 3.1 ± 0.4aC

3 - 3.5 ± 0.4bB 5.3 ± 0.6A 5.6 ± 0.4aA 4.2 ± 0.5aAB 3.3 ± 0.4aB 2.6 ± 0.1aC

7 - - - 5.2 ± 0.4abA 3.9 ± 0.4aB 3.1 ± 0.3aBC 2.5 ± 0.3abC

14 - - - 4.7 ± 0.3bA 3.6 ± 0.4abB 2.8 ± 0.2abBC 2.4 ± 0.2bC

21 - - - - 3.5 ± 0.2
bA

2.7 ± 0.3
bB

2.1 ± 0.2
bC

28 - - - - - - 1.7 ± 0.1c

Overall

accepta

-bility

0 6.3 ± 0.5A 6.1 ± 0.4aA 5.9 ± 0.4A 5.6 ± 0.5aA 3.8 ± 0.3aB 2.7 ± 0.3aC 1.9 ± 0.2aD

3 - 3.3 ± 0.4bB 5.7 ± 0.5A 5.4 ± 0.4aA 3.6 ± 0.4aB 2.5 ± 0.3aC 1.8 ± 0.1aD

7 - - - 4.9 ± 0.3
abA

3.5 ± 0.2
aB

2.4 ± 0.3
aC

1.6 ± 0.2
aD

14 - - - 4.5 ± 0.2
bA

3.2 ± 0.4
bB

2.2 ± 0.4
abC

1.5 ± 0.3
abD

21 - - - - 2.9 ± 0.1bA 1.9 ± 0.3bB 1.3 ± 0.2bC

28 - - - - - - 1.1 ± 0.1b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sensory qualities because of spoilage.
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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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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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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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성분 및 성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생굴의 향기성분 분석의 경우 전자코를 이용하여 측정 후, VaporPrintTM으로 이미지화한 결

과를 Fig. 2-106에 나타냈다. RT(retention time) 5.2 s에서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향기

성분의 생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또한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RT 7.0 s이

후부터는 향기성분의 생성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1.5 kGy 감마선

조사구부터 그 차이는 확연히 나타났다. Fig. 2-107는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높은 피크

를 보인 RT 5.2 s의 피크값을 나타낸 것으로, 감마선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피크값은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5). 사람은 식품의 조직감, 향미, 색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맛을 인식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 향기 성분의 생성 정도가 RT 7.0 s이후 감마선 조사

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굴 본연의 향기 성분이 없어지며, RT 5.2 s에 특정 성분이 증가하여

감마선 조사와 관련한 향기 성분이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VBN 측정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변화는 없었으나 TBA값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산패취에 의한 피크의 증가가

원인일 수 있어 추후 GC/MS 등을 통한 성분 분석이 요구된다.

휘발성 향기 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2-150에 나타냈다. 굴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메틸티오메탄(methylthiomethane) 함량이 감소하였고, 1,5-헥사디엔의 함량이 증가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5 kGy로 조사하였을 때, 1-pentane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패류와 같은 수산물의 급속한 신선도 저하로 인해 발생되는

알데하이드류의 휘발성 성분은 나타나지 않았다(Lee 등, 2007). 또한 굴 내에 아니스알데하이

드(anisaldehyde) 및 n-헥사날을 비롯한 약 17종의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다른 연구와는 상반

된 결과를 보였다(Venkateshwarlu 등, 2000). 이는 굴의 가공과정 중 외부 환경에 의해 굴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향이 손실된 것이라 사료된다.

Table 2-150. Changes of volatile compounds in oyster by gamma irradiation.

Compounds
Contents (%)

0 kGy 1 kGy 3 kGy 5 kGy SEM2)

methylthiomethane 90.75a1) 84.09b 69.11c 53.07d 0.25

1-pentane - - - 4.80 0.13

1,5-hexadiene 9.25
d

15.91
c

30.89
b

42.13
a

0.31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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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kGy 1.0 kGy 1.5 kGy

0 kGy

2.0 kGy 3.0 kGy 5.0 kGy

Fig. 2-106. Frequency pattern of gamma-irradiated raw oyster by VaporPrintTM.

Fig. 2-107. Change of electronic nose peak of gamma-irradiated raw oyster(Retention time is 5.2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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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가 냉동굴의 총균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식품 내에서 이온화 방사선의 주된 역할은 물분자로부터 수소와 히드록시 라디칼

(hydroxyl radical)의 생성에 있다(Diehl, 1995). 식품이 감마선 조사되는 동안 제품의 온도

조건은 매우 중요하며, 그것은 조사된 식품의 초기 이온화도 및 활성산소종의 생성에 영향을

미친다(Swallow, 1997). 그러므로 방사선에 의한 식품의 품질 변화를 감소시키기 위해 -20℃

정도의 냉동조건하에서 식품을 방사선 조사한 사례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작은 식품

내 자유수의 활동 제한 및 방사선에 의한 물분자의 이온화도 감소 때문이라고 하였다

(Sommers 등, 2002; Thayer와 Boyd, 2001). 본 연구에서는 냉동굴을 -70℃의 냉동조건에서

다양한 선량별로 감마선 조사를 하였고, 조사 직후, 총균수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151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초기 미생물오염도는 약 4.26 log CFU/g 정도였고, 냉동조사 직후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균수의 감소를 보였다. 그러나 총균수의 감소정도는 극히 미약

하여 5 kGy까지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조사구에 비해 1 log CFU/g 정도의 감소율

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냉동조건하에서 식품 내 활성산소종의

활동 제한 및 물분자의 이온화 감소로 인해 감마선에 대한 미생물 살균효과가 떨어졌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151.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otal bacterial counts of frozen oyster.

Dose (kGy) log CFU/g

0 4.26 ± 0.16a

0.5 3.62 ± 0.19b

1 3.56 ± 0.20b

1.5 3.53 ± 0.38b

2 3.27 ± 0.23
c

3 3.16 ± 0.21c

5 3.13 ± 0.2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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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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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가 냉동굴의 pH 및 휘발성 염기태질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

Jay 등(1996)의 보고에 의하면, pH 변화는 식품의 품질 변화를 알려주는 주요 지표라고

하였다. 또한 굴의 부패는 비교적 높은 함량의 글라이코젠에 기인하며, 발효과정을 거쳐 유

기산이 축적되기 때문에 pH가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휘발성 염기태질소(VBN) 함량

은 단백질의 변패정도를 측정하는 식품의 저장성 설정 지표로서 식품 저장 및 발효과정 중

유리아미노산, 핵산관련물질, 아민류 및 암모니아 등 질소화합물이 생성되어 VBN 함량이

증가되며 이취가 발생한다(Coresopo 등밬 암978). 본 연구에서는 냉동굴을 - 70℃하에서 감

마선 조사하였을 때, pH 및 VBN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 및 암8과 암9에

나타내었다. 조사 직후 pH와 VBN의 범위는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pH의 경우 약 5.9 - 6.1의 범위를 보였고, VBN의 경우 1.8 - 2.1 mg%의 수치를 보였

다. 일반적으로 신선한 굴의 품질기준은 VBN 함량이 8 - 15 mg% 정도(Oh와 Heu, 1998;

Kong 등, 2006a; Kong 등, 2006b)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본 연구 결과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152.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pH of frozen oyster.

Dose (kGy) pH

0 5.94 ± 0.08a

0.5 6.07 ± 0.10a

1 6.01 ± 0.09a

1.5 5.97 ± 0.07a

2 6.01 ± 0.09a

3 5.96 ± 0.06a

5 5.92 ± 0.08a

a-a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Average of 3 replicates.

Table 2-15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VBN(mg%) contents of frozen oyster.

Dose (kGy) mg%

0 1.85 ± 0.09a

0.5 2.10 ± 0.14a

1 2.05 ± 0.19a

1.5 2.10 ± 0.13a

2 1.80 ± 0.08a

3 1.95 ± 0.14a

5 2.10 ± 0.16a

a-a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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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가 냉동굴의 지방산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식품의 품질에 미치는 방사선의 주된 부작용으로 지방 산패, 색 변화, 조직 연

화 및 이취의 발생을 들 수 있으며, 특히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지질 산패가 문제시되

어 단백질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Ahn 등, 2000). 한편, 냉동상

태에서 감마선을 조사하면, 식품 내 자유 라디칼의 생성과 radiolysis의 감소로 인해 조사 시

식품의 이화학적 품질 변화를 억제할 수 있으며 목적으로 한 위생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하

였다(Furuta 등, 1992; Raffi와 Agnel, 1983).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냉동된 굴을 -70℃에서

감마선 조사 하여 지질의 산패 정도를 알아보았으며, 그 결과는 Table 2-154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TBARS값은 약 1.1 MA ㎍/g 인 것으로 나타났고, 냉동조사 직후 굴의 TBARS

값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폭이 극히 낮아 5 kGy 조사구의 경우 2.4 MA ㎍/g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Taub 등 (1979)은 냉동상태에서 자유라디칼의 활동은 억제되며, 식

품 성분들과의 반응력 또한 낮아진다고 하였고, 그러므로 지방산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냉동

조사하여 자유 라디칼의 활동을 억제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

서 냉동조사된 굴의 TBARS값 증가가 억제되는 결과도 같은 이유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15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BARS(MA ㎍/g) values of frozen oyster.

Dose (kGy) MA ㎍/g

0 1.12 ± 0.03f

0.5 1.35 ± 0.04e

1 1.49 ± 0.03d

1.5 1.57 ± 0.04c

2 1.65 ± 0.06c

3 1.96 ± 0.05b

5 2.49 ± 0.09a

a-fMean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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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가 냉동굴의 관능적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70℃의 냉동조건에서 다양한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된 굴의 관능적 품질 변화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2-155에 나타내었다. 색(color), 조직감(texture), 맛(taste), 향미(flavor),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모든 평가항목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평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감소율은 극히 적어 5 kGy의 선량 까지는 관능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색기호도에 있어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p<0.05), 대조구가 6.8, 5.0 kGy 조사구가 5.2의 평점을 받았다. 그

러므로 굴을 냉동조사 할 경우 위생화 및 외관과 관련된 품질 저하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조직감은 대조구가 6.6, 5.0 kGy 조사구가 4.1의 평점을 받아

냉동조사에 의해 기호도 감소가 억제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p<0.05), 맛에 있어서도 조사 직

후, 5 kGy의 선량까지 3.9의 평점을 보여 보통 이상의 기호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 향미의

경우 조사 직후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기호도가 감소하였으나 5 kGy까지

4.1의 평점을 유지하였다. 향미에 대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것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이취생

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Gardner와 Watts(1957)는 이러한 이취를 ‘grassy'라고 묘사하였

다. 전체적인 기호도 역시 5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 시 평점이 매우 낮아졌으나 관능

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굴을 -70℃의 냉동조건 하에서

5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를 하면 관능적으로 우수하면서도 미생물학적 안전성이 확보

된 굴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Raffi와 Agnel(1983)의 보고에 의하면, 냉동 또

는 건조된 식품과 같이 자유수의 활동이 억제된 환경 하에서 방사선 조사를 하면, 식품 내

수분의 이온화 및 자유 라디칼의 생성이 억제되어 식품의 이화학적 품질을 유지하면서 목적

으로 한 위생화를 달성 할 수 있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15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sensory qualities of frozen oyster.

Sensory

(Items)

Irradiation dose (kGy)

0 0.5 1.0 1.5 2.0 3.0 5.0

Color 6.8 ± 0.8a 6.7 ± 0.5a 6.5 ± 0.9a 6.4 ± 0.7a 6.2 ± 0.7a 5.8 ± 0.7ab 5.2 ± 0.4b

Texture 6.6 ± 0.7a 6.4 ± 0.6a 6.3 ± 0.8a 5.4 ± 0.4a 4.9 ± 0.5ab 4.5 ± 0.3b 4.1 ± 0.5b

Taste 6.7 ± 0.8a 6.1 ± 0.9a 5.9 ± 0.6a 5.6 ± 0.5a 5.2 ± 0.5ab 4.3 ± 0.3b 3.9 ± 0.4b

Flavor 6.6 ± 0.6a 6.2 ± 0.8a 5.8 ± 0.4a 5.7 ± 0.4a 5.1 ± 0.6ab 4.5 ± 0.3b 4.1 ± 0.2b

Overall
acceptability

6.7 ± 0.7a 6.2 ± 0.5a 5.9 ± 0.6a 5.6 ± 0.6a 5.3 ± 0.4ab 4.2 ± 0.5b 3.8 ± 0.3b

a-bMeans within the same row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 < 0.05).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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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전의 생균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된 굴을 이용하여 굴전을 제조 후 냉장(4℃) 및 가속저장(35℃)하면서 총균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166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굴은 신선한 굴로 초기

미생물 오염 수준은 2.11 log CFU/g인 신선한 굴이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총균수가 5 - 6

log CFU/g에 도달하면 부패초기, 7 log CFU/g에서는 부패현상을 나타내어 가식이 불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ee 등, 2000) 냉장 저장의 경우 비조사 시료의 경우 28일에 부패

초기수준에 도달하였으나 1 kGy 이상 조사할 경우 저장 28이 지나도 4 log CFU/g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마선 조사 후 가열이라는 2차 가공공정을 통해 상당수의

미생물이 사멸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냉장조건하에서 미생물 생육이 제한되어 저장 기

간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감마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학적 품질 변화를 빠른

시간에 평가하기 위하여 35℃로 저장하면서 미생물 생육을 평가한 결과, 가속저장의 경우

비조사 시료는 저장 1일 후 부패초기 단계에서 2일째 완전히 부패하여 가식이 불가능 한 것

으로 나타났다. 3 kGy 조사 시 2일까지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3일부터

미생물 생육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굴을 이용한 굴전 등

조리가공품 제조 시 생굴에 오염된 초기 미생물을 제어하여 저장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166. Evaluation of total bacterial counts (log CFU/g) of fried pancake with

gamma-irradiated oyster during storage.

Storage

temp.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7 14 21 28

4

0 2.11 ± 0.22A1) 2.50 ± 0.29a2)A 3.44 ± 0.57aB 4.23 ± 0.49aC 4.83 ± 0.74aD 5.40 ± 0.77aE

0.5 2.01 ± 0.42A 2.47 ± 0.30aA 3.30 ± 0.49abB 4.10 ± 0.62abC 4.28 ± 0.83abCD 4.35 ± 0.39bD

1 2.09 ± 0.18A ND 2.89 ± 0.31bB 3.34 ± 0.52bC 3.23 ± 0.44bAB 3.26 ± 0.29cAB

1.5 ND3) 2.03 ± 0.28bA 2.04 ± 0.38cA 3.20 ± 0.72bBC 3.14 ± 0.62cBC 3.66 ± 0.89bcC

2 ND ND 2.12 ± 0.10cA 2.18 ± 0.33cA 2.41 ± 0.28dA 3.11 ± 0.60cB

3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35

0 1 2 3 5 7
0 2.11 ± 0.22

A
5.37 ± 0.81

aB
7.90 ± 0.83

aC
-
4)

- -
0.5 2.01 ± 0.42

A
5.63 ± 0.74

aB
6.64 ± 0.70

bC
- - -

1 2.09 ± 0.18A 4.21 ± 0.85bB 5.41 ± 0.67cC - - -
1.5 ND 4.19 ± 0.95bA 5.73 ± 0.58bcB 7.83 ± 0.96aC - -
2 ND 3.20 ± 0.53cA 5.44 ± 0.91cB 7.44 ± 0.88aC - -
3 ND 3.21 ± 0.69cA 4.15 ± 0.49dB 6.29 ± 0.74abC 7.44 ± 0.86D -
5 ND ND 3.49 ± 0.37eA 5.21 ± 0.49bB 6.73 ± 0.68C -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2 log CFU/g).
4)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total bacterial count because of spoilage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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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전의 pH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된 굴을 이용하여 굴전을 제조 후 냉장(4℃) 및 가속저장(35℃)하면서 pH 변화

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167에 나타내었다. 굴의 품질을 평가하는 연구로 Cook(1991)은 굴

침수의 pH가 6.0 이상인 굴은 양호한 제품이고, 5.0 이하인 제품은 부패한 것으로 간주하였

다. 냉장저장의 경우 비조사 굴 이용한 굴전의 초기 pH는 6.32이었는데, 저장 중 지속적으

로 감소하였으며 저장 28일에 5.78이었다. 감마선 조사된 굴을 이용한 굴전의 경우 비조사

시료에 비해 2 kGy 이상 조사 시 6.00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 등(2002)은 생굴의

pH는 2 - 4℃에서 16일 저장 후 5.1로 떨어져 부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ark 등

(2008)도 생굴을 멸균하지 않을 경우 저장기간에 따라 pH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도 냉장저장 중 굴전의 pH가 낮아져 앞선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감마선 조사된 굴전의 pH 품질 변화를 빠른 시간에 평가하기 위하여 35℃로 저장하면서

pH를 평가한 결과, 가속저장의 경우 비조사 굴 이용 굴전 제조 시 초기 6.32에서 저장 2일

에 5.36으로 매우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 kGy 이상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은 저장 3

일에 5.88로 비조사구에 비해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굴에 오염된 초기 미생물을 제어한 굴을 이용 굴전을 제조 시 저장기간을 연장 시

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167. Evaluation of pH of fried pancake with gamma-irradiated oyster during storage.

Storage
temp.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7 14 21 28

4

0 6.32 ± 0.18A1) 6.16 ± 0.21B 5.80 ± 0.27a2)C 5.90 ± 0.22aBC 5.83 ± 0.18aC 5.78 ± 0.21aC

0.5 6.27 ± 0.10A 6.21 ± 0.16A 6.17 ± 0.18bcAB 6.00 ± 0.17abB 5.90 ± 0.21abC 5.76 ± 0.16aD

1 6.29 ± 0.17A 6.23 ± 0.20A 6.11 ± 0.25abAB 6.15 ± 0.24bcAB 5.93 ± 0.15abBC 5.87 ± 0.19abC

1.5 6.37 ± 0.09A 6.21 ± 0.12B 6.22 ± 0.21cB 6.02 ± 0.20abC 6.00 ± 0.18bcC 5.93 ± 0.21bcC

2 6.30 ± 0.11A 6.33 ± 0.19A 6.27 ± 0.25cA 6.13 ± 0.11bcB 5.96 ± 0.17aC 6.00 ± 0.18bcBC

3 6.33 ± 0.13A 6.31 ± 0.23A 6.24 ± 0.16cA 6.17 ± 0.19bcAB 6.10 ± 0.14cB 6.07 ± 0.25cB

5 6.37 ± 0.14
A

6.23 ± 0.19
AB

6.19 ± 0.27
bcAB

6.20 ± 0.14
cAB

6.26 ± 0.16
dAB

6.10 ± 0.19
dB

35

0 1 2 3 5 7

0 6.32 ± 0.18A 6.21 ± 0.21A 5.36 ± 0.35aA 5.11 ± 0.22aB -3) -

0.5 6.27 ± 0.10
A

6.17 ± 0.16
A

5.69 ± 0.26
abB

5.28 ± 0.25
aC

- -

1 6.29 ± 0.17A 6.25 ± 0.20A 5.84 ± 0.38bB 5.16 ± 0.30aC - -

1.5 6.37 ± 0.09A 6.28 ± 0.12A 5.81 ± 0.19bB 5.68 ± 0.18bB - -

2 6.30 ± 0.11A 6.35 ± 0.19A 5.93 ± 0.37bcAB 5.88 ± 0.21bcB - -

3 6.33 ± 0.13A 6.34 ± 0.23A 6.08 ± 0.29cAB 5.95 ± 0.26cB 5.18 ± 0.47C -

5 6.37 ± 0.14
A

6.31 ± 0.19
A

6.09 ± 0.24
cB

6.00 ± 0.31
cB

5.42 ± 0.28
C

-

1)A-F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pH because of spoilage.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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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전의 휘발성염기태질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된 굴을 이용하여 굴전을 제조 후 냉장(4℃) 및 가속저장(35℃)하면서 휘발성

염기태질소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168에 나타내었다. 냉장 저장의 경우 비조사 굴

이용 굴전의 초기 휘발성 염기태질소는 2.10 mg%이었는데, 저장 7일 까지는 변화가 없다가

그 이후 다소 증가하였으며, 저장 28일에 8.40으로 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

마선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의 경우 비조사구에 비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의 휘발성 염기태질소 변화를 빠른 시간에 평가하기 위하여 35℃로 저

장하면서 평가한 결과, 비조사된 굴전의 경우 저장 2일 때 53.05 mg%로 부패에 이르렀으며,

부패취 또한 심하게 감지되었다. 한편 2 kGy 이상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은 휘발성 염기태질

소는 저장 중 변화가 그다지 크지 않아 2일째에는 28.00으로 보통 선도의 어육에 해당되는

값을 나타내어 부패치에 이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 kGy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은

저장 5일까지 그다지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속저장 중 휘발성염기태질

소 함량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조사구의 함량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반면, 조사구의

경우 휘발성염기태질소 함량이 비조사구에 비해 서서히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168. Evaluation of VBN(mg%) contents of fried pancake with gamma-irradiated oyster

during storage.

Storage
temp.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7 14 21 28

4

0 2.10 ± 0.07A1) 2.17 ± 0.13a2)A 2.66 ± 0.23aB 4.20 ± 0.53aC 6.58 ± 0.62aD 8.40 ± 0.85aE

0.5 1.96 ± 0.09A 2.08 ± 0.15abA 2.38 ± 0.20bB 3.51 ± 0.41bC 5.32 ± 0.77bD 5.74 ± 0.60bD

1 2.11 ± 0.08A 2.14 ± 0.12aA 2.22 ± 0.19bcA 3.36 ± 0.38bcB 4.20 ± 0.73cC 4.99 ± 0.49cD

1.5 2.06 ± 0.10A 2.13 ± 0.15aCA 2.09 ± 0.16cA 3.22 ± 0.23cB 3.51 ± 0.61dBC 4.06 ± 0.55dC

2 2.04 ± 0.08A 2.01 ± 0.11abA 2.07 ± 0.21cA 2.52 ± 0.25dB 3.15 ± 0.52eC 4.13 ± 0.31dD

3 2.01 ± 0.09A 1.92 ± 0.09bA 2.04 ± 0.18cA 2.17 ± 0.19deA 2.44 ± 0.49fB 2.95 ± 0.24eC

5 2.08 ± 0.11 1.96 ± 0.08
b

2.03 ± 0.15
c

1.98 ± 0.22
e

2.00 ± 0.38
f

2.13 ± 0.14
f

35

0 1 2 3 5 7

0 2.10 ± 0.07A 8.05 ± 0.48aB 53.05 ± 8.99aC 67.20 ± 8.30aD -3) -

0.5 1.96 ± 0.09A 6.30 ± 0.82bB 40.68 ± 7.13bC 58.66 ± 9.44bD - -

1 2.11 ± 0.08
A

5.88 ± 0.92
cB

28.00 ± 6.28
cC

42.64 ± 6.79
bcD

- -

1.5 2.06 ± 0.10
A

6.16 ± 0.77
bB

26.88 ± 9.20
cC

40.18 ± 8.89
cD

- -

2 2.04 ± 0.08A 5.95 ± 0.84bcB 25.91 ± 8.98cC 37.82 ± 7.75cdD - -

3 2.01 ± 0.09A 5.60 ± 0.70cB 14.72 ± 3.09dC 34.37 ± 8.22dD 44.15 ± 7.84E -

5 2.08 ± 0.11A 3.85 ± 0.83dA 8.54 ± 2.74eB 23.16 ± 7.99eC 37.80 ± 8.01D -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2)a-f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3)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VBN because of spoilage.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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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전의 지방산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된 굴을 이용하여 굴전을 제조 후 냉장(4℃) 및 가속저장(35℃)하면서 지방산

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169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지질

산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지질산화는 식품의 품질을 평가하는데 주요

한 지표로 사용된다(Ahn 등, 2000). 초기 굴전의 지방산패도는 8.71 MA ㎍/g 인데 반해, 감

마선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의 지방산패도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최고 12.91 MA

㎍/g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산패도는 저장방법에 관계없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

가하여 저장기간 중에도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굴 이용 굴전 제조 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지질 산화를 적절히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몇몇 연구들에서 방사선 조사 시 지방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지질산화를

억제시키는 방법이 보고되었다. 그중 포장방법 개선(Ahn 등, 2004), 항산화제첨가(Park 등,

2004), 방사선 조사 시 온도(Ahn과 Lee, 2006; De, 2001) 등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

으로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산패도 증가와 같은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169. Evaluation of TBARS(MA ㎍/g) values of fried pancake with gamma-irradiated

oyster during storage.

Storage
temp.
(℃)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3 7 14 21 28

4

0 8.71 ± 1.16a1)A2) 8.82 ± 1.10aA 13.35 ± 2.73aB 18.73 ± 4.10aC 18.71 ± 3.50aC 20.17 ± 2.94C

0.5 8.10 ± 0.962bA 8.57 ± 1.24abA 12.97 ± 2.18aB 18.71 ± 3.21aC 18.66 ± 3.44aC 20.31 ± 3.92C

1 8.23 ± 1.03abA 8.29 ± 0.99bA 13.72 ± 3.00aB 19.65 ± 3.53abC 18.99 ± 3.07aC 21.97 ± 4.06C

1.5 9.37 ± 1.10cA 9.07 ± 1.04acA 13.98 ± 1.79aB 19.09 ± 2.85abC 19.31 ± 2.92aC 21.37 ± 4.11C

2 9.29 ± 1.99cA 9.43 ± 1.11cA 13.96 ± 1.56aB 19.44 ± 3.09abC 20.01 ± 4.01abC 21.60 ± 3.84C

3 9.35 ± 1.84cA 9.21 ± 2.06acA 14.78 ± 2.14bB 20.00 ± 2.33abC 21.86 ± 3.71abC 22.71 ± 3.08C

5 12.91 ± 0.79
dA

13.81 ± 1.88
dA

14.50 ± 3.36
bA

21.96 ± 3.65
bB

22.47 ± 3.39
bB

22.93 ± 2.90
B

35

0 1 2 3 5 7

0 8.71 ± 1.16a1)A2) 17.07 ± 2.87aB 17.36 ± 3.03aB 25.49 ± 4.73C -3) -

0.5 8.10 ± 0.962bA 18.71 ± 2.17aB 19.65 ± 2.34aB 26.11 ± 4.89C - -

1 8.23 ± 1.03
abA

19.00 ± 3.08
abB

19.21 ± 2.85
aB

26.27 ± 4.38
C

- -

1.5 9.37 ± 1.10
cA

20.10 ± 1.99
abB

20.06 ± 3.70
abB

26.02 ± 3.52
C

- -

2 9.29 ± 1.99cA 21.79 ± 2.44bB 22.98 ± 2.48abB 26.33 ± 4.34C - -

3 9.35 ± 1.84cA 22.35 ± 2.52bB 24.88 ± 4.09bBC 26.68 ± 3.59C 27.45 ± 4.12C -

5 12.91 ± 0.79dA 22.49 ± 2.82bB 27.35 ± 4.11cC 27.40 ± 4.08C 26.69 ± 3.96C -

1)a-d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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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TBA value because of spoilage.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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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전의 관능적 품질변화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된 굴을 이용하여 굴전을 제조 후 냉장(4℃) 및 가속저장(35℃)하면서 관능적

품질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170과 171에 나타내었다. 색(color)과 조직감(texture)의 경

우 비조사 굴전과 조사 굴전은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방법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taste)의 경우 조사선량에 따라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저장 중 부패취로 인해 기호도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향미(flavor)의 경우 초기 평가에 있어 감마선 조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저장 중 부패취로 인해 비조사구가 조사구에 비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

마선 조사된 굴을 이용한 굴전의 경우가 비조사구에 비해 부패취가 감지되지 않아 저장기간

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합적 기호도(overal accptability)의 경우 또한 비조

사 굴 이용 굴전과 조사 굴 이용 굴전 간 감마선 조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kGy 이상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의 경우 냉장상태에서 부패취가 발생하지 않아

저장기간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반면 감마선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의 관능

적 품질변화를 빠른 시간에 평가하기 위하여 35℃로 저장하면서 평가한 결과, 가속저장의 경

우 대부분 실험구에서 저장 1일이 경과하여 부패취가 심하게 나타나 취식이 불가능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5 kGy 조사된 굴 이용 굴전의 경우 저장 2일 까지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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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70.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of fried pancake with gamma-irradiated oyster during

storage at 4℃.

Sensory

(Items)

Storage

(Days)

Irradiation dose (kGy)

Con 0.5 1.0 1.5 2.0 3.0 5.0

Color

0 6.3 ± 0.5 5.9 ± 0.3 6.2 ± 0.4a2) 6.1 ± 0.7a 5.8 ± 0.5a 5.6 ± 0.6a 5.5 ± 0.4a

3 5.6 ± 0.7 5.5 ± 0.4 5.4 ± 0.4b 6.0 ± 0.6a 6.0 ± 0.5a 5.5 ± 0.4a 5.9 ± 0.4a

7 -1) - 5.3 ± 0.6b 5.6 ± 0.8ab 5.5 ± 0.7ab 5.6 ± 0.3a 5.3 ± 0.6ab

14 - - - 5.0 ± 0.4b 5.3 ± 0.4b 4.9 ± 0.6b 5.1 ± 0.7ab

21 - - - - - 5.0 ± 0.8ab 4.7 ± 0.5b

28 - - - - - - 4.0 ± 0.6c

Texture

0 6.0 ± 0.4 5.8 ± 0.4 6.1 ± 0.2a 6.2 ± 0.5a 5.9 ± 0.4a 5.8 ± 0.4a 5.7 ± 0.6a

3 5.7 ± 0.6 5.7 ± 0.5 5.8 ± 0.7ab 6.1 ± 0.4a 5.6 ± 0.6a 5.5 ± 0.5a 5.8 ± 0.5a

7 - - 5.5 ± 0.5b 5.5 ± 0.6ab 5.0 ± 0.5b 5.4 ± 0.4a 5.5 ± 0.3a

14 - - - 4.8 ± 0.5b 4.9 ± 0.8b 4.9 ± 0.7ab 5.0 ± 0.5ab

21 - - - - - 4.6 ± 0.6b 4.3 ± 0.4b

28 - - - - - - 4.4 ± 0.8b

Taste

0 6.2 ± 0.5 5.9 ± 0.4 6.2 ± 0.3 6.0 ± 0.4a 5.8 ± 0.3a 5.8 ± 0.6a 5.7 ± 0.5a

3 5.8 ± 0.4 5.6 ± 0.4 5.7 ± 0.6 6.0 ± 0.5a 5.7 ± 0.3a 5.4 ± 0.8a 5.3 ± 0.7a

7 - - 5.6 ± 0.7 5.4 ± 0.5ab 5.2 ± 0.6a 5.0 ± 0.9a 5.1 ± 0.8ab

14 - - - 4.4 ± 0.5b 4.6 ± 0.7b 4.3 ± 0.5ab 4.3 ± 0.3b

21 - - - - - 3.8 ± 0.7b 4.1 ± 0.7b

28 - - - - - - 3.4 ± 0.5c

Flavor

0 6.3±0.3 6.1±0.5 6.0±0.6a 6.1±0.5a 6.0±0.4a 6.1±0.5a 5.9±0.7a

3 5.7±0.5 5.8±0.8 5.8±0.3a 5.6±0.6ab 5.8±0.8a 5.5±0.7ab 5.6±0.5a

7 - - 4.7±0.7b 4.5±0.3b 4.8±0.9b 4.7±0.6b 5.0±0.7b

14 - - - 3.4±0.8c 3.3±0.5c 3.5±0.4c 3.1±0.8c

21 - - - - - 3.0±0.6
d

3.2±0.7
c

28 - - - - - - 2.4±0.8d

Overall
accepta

-bil-ity

0 6.5 ± 0.3a 6.3 ± 0.4a 6.1 ± 0.5a 6.2 ± 0.6a 6.0 ± 0.5a 5.7 ± 0.7a 5.8 ± 0.4a

3 5.5 ± 0.6b 5.3 ± 0.8b 5.5 ± 0.6b 5.3 ± 0.5b 5.4 ± 0.7ab 5.2 ± 0.9a 5.0 ± 0.6b

7 - - 4.0 ± 0.6
cB3)

4.4 ± 0.7
bcB

4.6 ± 0.7
bAB

4.4 ± 0.3
bB

5.1 ± 0.9
bA

14 - - - 3.8 ± 0.6
c

3.5 ± 0.6
c

3.3 ± 0.5
c

3.6 ± 0.5
c

21 - - - - - 2.6 ± 0.7d 3.1 ± 0.6c

28 - - - - - - 2.4 ± 0.5d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sensory qualities because of spoilage.
2)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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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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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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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ory

(Items)

Storage

(Days)

Irradiation dose (kGy)

Con 0.5 1.0 1.5 2.0 3.0 5.0

Color

0 6.3 ± 0.5 5.9 ± 0.3 6.2 ± 0.4 6.1 ± 0.7 5.8 ± 0.5a2) 5.6 ± 0.6a 5.5 ± 0.4a

1 -1) - - - 4.4 ± 0.4b 3.9 ± 0.7b 4.0 ± 0.3b

2 - - - - - - 2.8 ± 0.7c

3 - - - - - - -

5 - - - - - - -

7 - - - - - - -

Texture

0 6.0 ± 0.4 5.8 ± 0.4 6.1 ± 0.2 6.2 ± 0.5 5.9 ± 0.4a 5.8 ± 0.4a 5.7 ± 0.6a

1 - - - - 3.7 ± 0.7b 3.2 ± 0.6b 3.3 ± 0.5b

2 - - - - - - 2.1 ± 0.6c

3 - - - - - - -

5 - - - - - - -

7 - - - - - - -

Taste

0 6.2 ± 0.5 5.9 ± 0.4 6.2 ± 0.3 6.0 ± 0.4 5.8 ± 0.3a 5.8 ± 0.6a 5.7 ± 0.5a

1 - - - - 4.0 ± 0.6b 3.6 ± 0.8b 3.9 ± 0.8b

2 - - - - - - 2.5 ± 0.5c

3 - - - - - - -

5 - - - - - - -

7 - - - - - - -

Flavor

0 6.3 ± 0.3 6.1 ± 0.5 6.0 ± 0.6 6.1 ± 0.5 6.0 ± 0.4a 6.1 ± 0.5a 5.9 ± 0.7a

1 - - - - 3.0 ± 0.9b 3.1 ± 0.7b 3.5 ± 0.1b

2 - - - - - - 1.6 ± 0.7c

3 - - - - - - -

5 - - - - - - -

7 - - - - - - -

Overall
acceptabilit

y

0 5.5 ± 0.6 5.3 ± 0.8 5.5 ± 0.6 5.3 ± 0.5 5.4 ± 0.7a 5.2 ± 0.9a 5.0 ± 0.6a

1 - - - - 3.7 ± 0.8
b

3.9 ± 0.8
b

4.5 ± 0.5
ab

2 - - - - - - 3.6 ± 0.7
b

3 - - - - - - -

5 - - - - - - -

7 - - - - - - -

Table 2-171. Evaluation of sensory qualities of fried pancake with gamma-irradiated oyster during

storage at 35℃.

1)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sensory qualities because of spoilage.
2)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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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erage of 3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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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전의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Ames test)

Ames test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 strain에서 유래한 히스티딘 요구성 돌연변이주

를 이용하여 간단히 복귀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TA100은 염기쌍 치환 변이

(base pair substitution mutation)을 TA98은 프레임시프트 돌연변이(frameshift mutation)을

검출하기 위해 만든 균주이다(Ames 등, 1975). 이 시험법은 발암성 물질에 대해 높은 감수성

을 나타내어 일본의 경우, 노동성의 노동안전위생법 또는 후생성․통산성의 화심법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한 등, 2006). 감마선 조사한 생굴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을 첨가하였을 때 S.

Typhimurium TA98과 TA100에 대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2-172에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두 균주의 생균수는 1.8 × 109 CFU/mL 수준이었으며, 예비시험

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5,000 ㎍/plate를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

하였다. 우선 대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적용 농도인 1,250 - 5,000

㎍/plate의 범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사활성계(S-9 mixture)를 도입하였을 때 시험물질에 대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에서 시험한 모든 검체는 적용 농도에서 복

귀돌연변이 집락수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

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굴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시

험적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전독성학적 변이원성 시험에서 감귤 정유(Kim

등, 2005) 및 비파 메탄올 추출물(Kim 등, 2006)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감마선 조사한 육제품이 유전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는 Jo 등(2005)의 결과

와도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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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72. Induction of His+ revertants in Salmonella strains(TA 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oyster.

Extraction

method

Irradiation

dose (kGy)

Dose

(㎍/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Distilled

Water

0

5,000 45 ± 4 27 ± 5 190 ± 4 150 ± 1

2,500 35 ± 1 27 ± 8 210 ± 21 155 ± 6

1,250 30 ± 1 26 ± 8 197 ± 21 150 ± 5

5

5,000 31 ± 1 15 ± 8 207 ± 13 146 ± 10

2,500 35 ± 15 18 ± 0 277 ± 30 138 ± 6

1,250 27 ± 6 16 ± 2 199 ± 14 132 ± 1

Negative

control
H2O 37 ± 8 32 ± 1 227 ± 4 259 ± 20

Ethanol

0

5,000 37 ± 6 26 ± 1 203 ± 13 123 ± 19

2,500 47 ± 8 29 ± 8 175 ± 12 121 ± 0

1,250 38 ± 1 32 ± 9 209 ± 6 124 ± 39

5

5,000 42 ± 4 26 ± 6 236 ± 12 192 ± 32

2,500 37 ± 8 12 ± 3 204 ± 3 181 ± 6

1,250 47 ± 4 20 ± 6 211 ± 14 183 ± 25

Negative

control
Ethanol 31 ± 2 33 ± 3 265 ± 35 200 ± 28

Positive

control

4-NQO 0.5 734 ± 4

2-AA 2 1051 ± 6

SA 0.5 692 ± 61

2-AA 2 1477 ± 398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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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된 굴의 물리적 검사법

감마선 조사 시료에 대한 PSL 분석은 CEN(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 2002) 방

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굴의 조사선량에 따른 photon count를 측정해 본

결과는 Table 2-173와 같다. 비조사 굴의 경우 292 ± 135로 비조사 시료에서 700 이하의 값

이 확인되었고, 1 - 5 kGy 조사 시료에서는 6547 ± 1528 - 13805 ± 3784로 조사시료에서 측

정되는 5000 이상의 photon count가 확인되었다. 반면 0.5 kGy 조사시료의 경우 2162 ±

1232로 T1 및 T2의 중간 값(intermediate)이 확인되었다. 또한 photon count 강도는 조사선

량에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굴의 조사 여부확인을

위한 방법으로 PSL법의 적용은 타당할 것으로 여겨졌으며,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다

중 검사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Kwon 등, 2002). Water rinsing법을 사용하여 추출

한 굴의 미네랄(0.01 g)에 대해 TL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Fig. 2-108에 같은 TL

glow curve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2002)에 명시

된 바와 같이 조사된 시료의 TL glow curve는 100 - 250℃ 범위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생

굴의 비조사군에서는 5879.3 μC 정도의 피크 면적이 확인되었으며, 1, 3 및 5 kGy 조사군에

서는 각각 18327.4, 28205.8 및 813393.2 μC의 면적 값을 나타내어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선량 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때 시료의 선량과 TL 비

율 간의 결정계수(R2)는 0.9515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TL glow curve의 위치와 조사

선량에 따른 강도 차이에 의한 조사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Table 2-173. Photon count of irradiated oyster determined by photostimulated luminescence(PSL).

(Unit : photon counts)

Irradiation dose (kGy)

0 0.5 1 1.5 2 3 5

292
± 1351)(-)2)

2162
± 1232(±)3)

6547
± 1528(+)

9832
± 2648(+)

8567
± 1968(+)

10694
± 3074(+)

13805
± 3784(+)

Fig. 2-108.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oyster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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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어포류(쥐치포)의 신규 허가를 위한 기초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쥐치(Stephanolepis cirrhifer)는 경골어류 복어목 쥐치과로, 이것의 살을 포(浦) 떠서 건조한

것을 건조 쥐치포라 하며, 건포류로 분류되어 있다(KFDA, 2008). 건조 쥐치포는 간편하게 바

로 섭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리 과정이 복잡하지 않아 성인들의 술안주, 간식 및 밑반찬

등으로 일반 가정 및 단체급식소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산 가공품이다. 유통되는 쥐치

포의 대부분이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생산 및 제조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은 1990년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 베트남 356, 746 M/T, 중국 19,175 M/T, 태국

1,780 M/T로 나타나 있다(Korea Customs Service, 2008). 그러나 수입된 건조 쥐치포는 원산

지에서의 비위생적인 제조 및 운송과 국내에 수입된 이후의 비위생적인 유통 및 보관으로 인

해 위생상의 위해가 문제시 되어, 2007년 7월 총 수입수산물 58,755건 중 건제품 23건(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산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이에 따른 검역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김규선, 2007). 한편, 방사

선 조사 기술 중 감마선 조사는 강한 투과력을 지니고 있어 제품을 포장한 상태에서 연속적

으로 조사 처리가 가능하여 살균처리 후 재포장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 최소한의 성분 파괴

및 냉장, 냉동상태에서도 살균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잔류성이 없는 환경친화적 기술로 인정

받아 식품의 위생학적 품질 유지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Byun and Lee 2003). 특히 건포류에

대해서 해충구제, 미생물 생육억제 및 저장 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10여 개 국가에서 1-5 kGy

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IAEA, 2004).

건어포류의 위생화와 관련된 연구로는 조리 전처리에 따른 건어물의 미생물학적 위해도 감

소와 관련한 연구(Bae et al. 2003), 감마선 조사에 따른 국내산 말쥐치포와 오징어포(Yim

1985), 조미오징어(Noh et al. 2004), 건멸치류(Noh et al. 2002), 북어의 품질 및 검지 특성

(Noh and Kwon 2004)에 관한 연구 등이 있으며, 건조 쥐치포와 관련한 연구는 말쥐치의 근

원섬유단백질의 열안정성과 첨가제에 따른 영향 평가(Choi and Pyeun 1985), 말쥐치의 지방

산 조성과 malonaldehyde 함량에 관한 연구(Yum 1980) 등이 있을 뿐 수입산 건조 쥐치포에

대한 위생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방사선 조사를 적용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국내에 유통 중인 수입산 쥐치포의 위생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써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건조 쥐치포의 이화학적, 관능적 품질 변화를

평가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건조 쥐치포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베트남산 건조 쥐치포(Seafood VN. Co.

Ltd., Vietnam)를 사용하였으며, 120 g 쥐치포를 멸균된 aluminium laminated low density

polyethylene 포장지에 넣어 진공 포장 후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60

Co 감

마선 조사시설(IR-79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Ottawa, Canada)에서 실시하였으며,

실온 (20±2
o
C)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흡수선량이 2.5, 5.0r, .5, 10.0r,12.5, 15.0r,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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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20.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조사 후 총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O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

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

차는 2% 이내였다.

총균수

총균수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 10 g에 대하여 멸균된 0.1%의 peptone수를 100 mL까지 채

워 2분간 stomacher (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PCA배지(Plate Count

Agar, Difco co, USA)에 도말하였다. 도말된 배지는 35oC에서 1일간 배양하여 30-300개의 집

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였다. 미생물수는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 로 나타내

었다. 검출을 위한 최소 계수 한계치는 102 CFU/g 이었다.

지질산패도

지질산패도는 Jo (1999)의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정하

였다. 즉, 시료 5 g에 50 μL의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7.2% in ethanol)와 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 (DIAX 900, Heidolph, Co., Schwabach, Germany)로 균질화 시

켰다. 균질물 1 mL에 thiobarbituric acid (TBA) / trichloroacetic acid (TCA)용액(20 mM

TBA in 15% TCA) 2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였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

(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원심분리 (2,000

rpm, 15 min)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

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였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μg malondialdehyde/g

sample (wet basis)로 표시하였다

색도

시료 표면을 color/color colorimeter (CM-3500d,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
), 적색도(Redness, a

*
) 및 황색도(Yellowness, b

*
)를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

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Texture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조직감은 10 및 20 kGy의 흡수선량으로 조사된 건조 쥐치포를

3,000 mm
2
로 자른 후 tensile grip set를 장착한 texture analyzer (TA-XT2i, Stable Micro

Systems Co., London, UK)를 이용하여 절단 후 얻어진 strength (N/mm)-time (s) 그래프로

부터 최대 전단력(maximum peak)을 계산하였다.

관능검사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관능검사는 130oC로 예열된 cooker (NU-VUES-3, cooker,

Menominee, USA)에서 200 sec 동안 굽기를 하여, 훈련된 panel 6인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때의 평가항목은 외관(appearance), 색(color), 향미(flavor), 맛(tast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및 이취(off-flavor)로, 매우 좋아한다(강하다), 7점; 좋지도 싫지



- 529 -

도 않다, 4점;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1점이었다. Panel은 관능검사 중 나이․성별 등을 기록

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검

사 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otal session은 15-20분으로 정하였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means±standard deviation로 나타내었으며, SPSS (Windows ver. 10.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각 시료간의 유의성을 확인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살균 효과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총균수 변화는 Table 2-174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이 조사되지 않은 건조 쥐치포는 6.86 log CFU/g의 초기 오염도를 보였다. 식품에 있어 가

열공정을 거치지 않은 경우 일반세균수가 6.0 log CFU/g이상인 경우 위생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Solberg et al. 1994),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경우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Yim KY(1985)의 연구에서 국내산 말쥐치포의 초기 오염도

가 5.0 log CFU/g으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감마선의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균수는 감소하여 20 kGy로 조사된 건조 쥐치포는 검출 한계내에서 미생물이 나타나지 않

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반건조 오징어(Lee et al.

2002)와 건조 멸치(Kwon and Byun 1995)에 감마선을 적용한 경우 미생물 감소 효과를 확인

하여 위생화가 가능하였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입산 쥐치포의 지질산패도 변화

감마선 조사된 수입산 쥐치포의 TBA value 측정 결과 비조사구에서 9.27였으며, 감마선 조

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TBA value가 증가하여 20 kGy 조사구에서는 14.29로 나타났다(Table

2-175). TBA value는 식품 중 불포화 지방산의 산패가 진행되어 carbonyl compound인

malonaldehyde를 생성하여 2-thiobarbituric acid와 정색반응을 하게 된다. 이 때 붉은 색의

complex를 형성하는데 이 색의 강도는 malonaldehyde의 생성량을 나타낸다(Kim 1994). 식품

에 방사선 조사 시 일반적으로 지방의 산패가 진행되어 TBA value는 증가하는데(Murano

1995), 본 연구에서도 감마선의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p<0.05),

특히 10 kGy 이상 조사구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조 대구포에 감

마선을 조사한 경우 조사구의 TBA value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Kwo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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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74. Change of total aerobic microbes and TBA values of dried filefish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Total aerobic microbes1)

(log CFU/g)

TBA values3)

(㎍ malondialdehyde/g sample)

0 6.86 9.27±0.85a

2.5 6.66 9.57±0.22a

5.0 4.77 9.29±0.39a

7.5 4.04 9.88±0.35a

10.0 3.54 11.49±2.19ab

12.5 2.78 12.41±0.03bc

15.0 2.45 13.27±1.50bc

17.5 2.39 15.08±0.57c

20.0 ND2) 14.29±0.91c

1)Mean (n=8), 2)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02 CFU/g.
3)Mean±standard deviation (n=3)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Table 2-175. Change of Hunter's color value of dried filefish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L* a* b*

0 41.89±3.77NS1) -1.46±0.56NS 4.24±0.88a

2.5 41.16±5.05 -1.94±0.48 4.77±1.23ab

5.0 40.87±4.75 -1.94±0.86 4.49±1.81ab

7.5 41.29±4.79 -1.77±0.83 4.84±1.73ab

10.0 40.16±5.33 -2.14±0.67 5.08±1.27ab

12.5 40.58±3.72 -1.97±0.64 4.95±2.08ab

15.0 42.52±5.08 -2.06±0.63 5.72±1.76bc

17.5 42.07±5.66 -1.87±0.82 5.47±2.32ab

20.0 42.24±4.85 -1.80±0.64 6.70±2.68c

Mean±standard deviation (n=30), 1)NS: Non-significantly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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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입산 쥐치포의 색도 변화

감마선 조사된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색도 변화는 Table 2-175과 같았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과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p<0.05), 황색도를 나타내

는 b값은 감마선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이는 대표적인

건어물인 건멸치류 및 조미오징어에 방사선 조사시 갈색화에 따른 황색도의 증가가 뚜렷하

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Noh et al. 2002; Noh et al. 2004). 이러한 황색도의 증가는 수

분활성도가 낮은 식품에 있어 지질산화에 따른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 et al. 1973; Chung and Toyomizu 1976).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입산 쥐치포의 전단력 변화

수입산 건조 쥐치포에 10 kGy와 20 kGy로 감마선 조사 후 전단시 요구되는 힘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176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20 kGy 까지의 흡수선량에서는 유의적인 변화

가 없었다. 건조 쥐치포는 고단백질 식품으로 쥐치의 단백질 함량은 17%이나 건조 후 38%로

증가하며, 수용액 상태에서는 1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시 분해 또는 응집이 일어나게 된

다(Song et al. 2002). 그러나 근육식품에 있어 미미한 수준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Simic 1983), 이는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수입산 쥐치포의 관능적 품질

감마선 조사 후 조리 과정을 거친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외관(appearance), 색(color), 향미

(flavor), 맛(tast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 및 이취(off-flavor)에 대한 결과를

Table 2-177에 나타내었다. 외관, 향미, 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1, 3, 5 및 7 kGy로 감마선 조사한 북어에 대한 관능

평가 결과에서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관능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Noh and Kwon 2004). 일반적으로 식품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 기술의 응용시 가장 문제가

되는 관능적 특성은 이취의 증가이며(Ree et al. 1996), 방사선 조사 선량의 증가는 이취의 증

가를 가져온다(Love and Pearson 1971). 본 연구결과에서는 감마선 조사 선량의 증가에 따른

이취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러나 색에 있어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가

유의적인 증가하였는데 이를 통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쥐치포의 색 변화는 소비자의 기호도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위생학적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감마선 조사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건조 쥐치포의

제공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 532 -

Table 2-176. Change of texture of dried filefish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0 10 20

Shear force (g) 6924.52±994.21NS1) 6816.71±1331.29 7034.99±1306.57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20), 1)NS: Non-significantly

Table 2-177. Change of sensory properties of roasted dried filefish fillet by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Sensor properties

Appearance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4.83±0.75NS1) 3.67±0.52d 4.50±1.05NS 4.50±1.05NS 5.33±0.82NS 1.33±0.52NS

2.5 5.33±0.52 4.33±1.21cd 5.00±0.89 3.50±1.22 4.00±0.89 1.83±0.75

5.0 5.17±0.75 4.83±0.75abc 4.33±1.03 3.33±1.37 4.33±1.63 1.50±0.55

7.5 5.33±1.21 5.17±0.75abc 4.67±0.82 3.50±1.05 4.33±1.03 1.33±0.52

10.0 5.50±0.58 4.50±1.05bcd 4.35±01.05 3.17±1.33 3.33±1.21 1.50±0.55

12.5 5.67±0.52 5.50±0.55ab 4.00±1.55 3.83±1.83 4.33±1.37 1.83±0.75

15.0 5.70±1.37 5.50±0.55ab 4.67±1.37 3.33±1.63 4.00±1.26 1.83±0.75

17.5 5.67±0.52 5.67±0.52a 4.83±0.41 4.00±1.41 4.83±0.75 1.67±0.52

20.0 5.00±1.26 5.33±0.82abc 5.00±0.89 4.83±0.75 4.83±0.41 1.50±0.55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6), 1)NS: Non-significantly
a-d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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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극한환경 대비 목적형 식품 개발을 위한 기반연구

1. 즉석취식 가능 일품형 식품(모델시료: 비빔밥) 이용 고선량 방사선적용 실증

연구 및 가제품 개발

가.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즉석비빔밥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비빔밥은 한국의 전통 식문화임과 동시에 불고기, 김치와 더불어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비빔밥에는 여러 가지 채소가 첨가되므로 각종 채소로부터 pytochemical

한 성분들은 건강에 이로우며, 편리하게 섭취할 수 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하여 배변 및 장

관에 이로운 이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비빔밥은 제조 후 미생물의 증식이 용이한 상태이

므로 장기저장이 제한적이다. 이에 비빔밥을 우주식품 및 특수목적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는 저장기간을 연장 시킬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까지 비빔밥의 저장기간

을 연장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냉장법, 냉동법, 건조법 등이 연구되어져 왔으나, 관능적 품질의

저하 및 경제성 등의 이유로 크게 실효성이 있는 방법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우주환경에서처럼 비빔밥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100% 확보한 기술은 아직까지 없

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우주식품은 우주환경에 적합한 식품을 말하는데, 우주공간이 지구와

가장 큰 차이점은 중력이 거의 없는 무중력 상태와 우주방사선이라 불리는 빛에너지가 존재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우주선내에 냉장고가 없어 온도의 변화가 심한 환경 하에서 장기간 보

관이 가능하여야 한다. 우주환경 중 우주방사선은 미생물의 돌연변이 발생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 또한 우주방사선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비병원성

미생물 일지라도 우주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병원성을 나타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주식품은 완전 무균상태로 제조되어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기술로는 비빔밥을 우주식품 규격에 맞도록 미생물을 제어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

다. 우주식품의 유통기한은 임무의 특성 및 기간에 따라 최소 9개월에서 최대 5년 동안 저장

가능한 식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 저장을 위해 엄격한 미생물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비빔밥의 경우 장기간 저장 시 고추장 양념 등의 식품유래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기존 기술로 제어가 어려운 고추장 양념의 미생물을 제어

하기 위하여 가열+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였다. 고추장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제조

되는 발효조미 식품으로 식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조미식품이다. 또한 고추장은 원료

중 매운맛, 짠맛이 숙성과정 중 원료의 효소분해로 생성되는 맛과 조화를 이루고, 효모나 젖

산균의 발효작용으로 생성되는 향미가 원료에서 생성된 색과 더불어 고추장의 품질을 이룬다

(Park, 1991). 이처럼 고추장의 맛을 내는 발효산물은 주로 고추장 메주에 함유되어 있는 효소

와 미생물에 의하여 생성되는데, 고추장에는 약 106～108 CFU/g의 미생물이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 미생물은 고추장을 숙성시킨 후 상온에서 유통하는 동안 가스가

발생되어 부풀어 오르게 하며, 성분, 외관이 변화되어 색택, 향미 등 품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

(Lee, 1978). 또한 비빔밥을 제조하여 우주와 심해(잠수함) 등 극한환경이나 멸균식이 요구되는

환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미생물이 없는 상태(zero tolerance)를 유지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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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고추장의 안전성과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로는 대부분 가열처리, 초고압

처리, 항산화제의 첨가,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상의 연

구 결과 고추장의 품질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으나, 고추장에 오염된 미생물을 완전히 멸균하

는 데에는 아직까지 미흡한 형편이다. 선행 연구 중 비가열 처리법인 초고압처리,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의 이용 등이 있는데, 그 중 특히 감마선 조사기술은 미생물의 살균, 효소의 불활

성화, 단백질의 변성 등 다양한 효과를 가지므로 세계적으로 식품가공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Kim et al., 1997). 또한 방사선 조사는 그 건전성과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었으며 선진 여

러 나라에서 이미 실용화 되고 있다. 그러나 고추장에 20 kGy 수준으로 감마선 처리 시 약 3

log CFU/g 정도의 미생물이 생존해 저장 중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가열처리 또한 효

모 및 일반세균은 사멸하지만 Bacillus속 아포세균에 대해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한편, 방사선 식품조사(Food Irradiation) 기술은 감마선(Co-60 또는 Se-137), X-선 등의 방

사능 물질에서 나오는 에너지 즉, 이온화된 방사선 에너지를 0.01 kGy ~ 50 kGy 조사선량으

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식품의 발아억제, 숙도지연, 기생충 및 해충 구제, 부패 및 병원

성 미생물의 살균 등에 이용된다. 종래에는 생활용품 및 식품의 멸균을 위해 에틸렌옥사이드

와 같은 화학 훈증제들을 사용해 왔으나, 인체에 치명적으로 해를 주고 환경을 파괴하는 것

으로 알려져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경제적인 효율성이 좋고 인체에 무해한 방사선 식

품조사 방법을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빔밥을 즉석섭취가 가능하도록 one-pack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관능적

품질 향상을 위해 병용처리 기술을 적용하고 개발된 비빔밥의 미생물 제어를 위해 방사선 조

사기술을 사용하여 우주식품에 적합한 우주비빔밥을 개발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샘플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고추장은 전주소재 (주)고궁 F&B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

다. 고추장은 고궁에서 자체 개발한 방법에 따라 제조하였고 그 배합비율은 Table 3-가-1-1과

같다.

가열처리, 감마선 조사 및 냉동 감마선 조사

고추장의 가열처리는 Aluminium-laminated low-density polyethylene (Al-LDPE, Sunkung

Co. Ltd., Seoul, Korea) 포장지에 300 g 씩 담아 포장한 후 항온수조(LAUDA, Model

SX-10R, Taitec, Japan)에서 100℃(±0.2℃) 온도로 30분간 가열처리 한 후 냉각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9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2℃)에서 11.1 PBq의 Co-60 선원을 이용하여 분당 70 Gy의 선

량율로 흡수선량이 17.5, 30.0 kGy이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

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고추장을 20일간 35℃로 가속저장하며 품질변화 시

험을 실시하였다. 방사선 조사 시 온도가 진공 포장된 비빔밥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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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시료를 각각 냉동고(-20℃) 및 극저온냉동고(-70℃)로 냉동 시켰다. 또한, 방사선가

되는 동안 냉동시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각각의 시료를 얼음(-20℃) 및 드라이아이스(-7

0℃)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고정시킨 이상의 방법 같이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미생물 생육시험

고추장의 미생물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펩톤수(0.1%, Difco

Co., Detroit,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에서 1분간 균질화 하였다. 총세균수

측정은 PCA배지(Plate Count Agar, Difco Co., Detroit, USA)를 사용하여 35℃, 48시간 배양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선택하여 계수하였다.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으며, 검출을 위한 최소 한계치는 102 CFU/g 이었다.

pH 측정

시료 10 g에 멸균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균질기(DIAX900, Heidolph, Schdolph,

Germany)로 균질화 하였다. 그 현탁액을 여과지(No. 4, Whatman International Ltd., Kent,

UK)로 여과하여 10분간 5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켰다. 그 상등액을 취하여 pH-meter (Orion

520A, 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로 pH를 측정하였다.

색도측정

고추장의 색도 측정은 감마선 조사 후 color/color 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및 황색도

(yellowness, b*)를 측정하였다. 이 때 30 g씩 페트리디쉬에 동량 담아 시료가 균일하게 펼쳐

지도록 한 후 측정하였으며 표준색은 L* 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관능평가

저장 중 고추장의 관능적 품질을 평가하기 위한 panel은 미리 훈련된 10인을 대상으로 하

였다. 나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

료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검사 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otal session은 15～20분으로 정

하였다. 이때의 평가항목은 외관(Appearance), 조직감(Texture), 맛(Taste), 향(Flavor), 종합적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7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매우 좋아한다(강

하다) :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 3점,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 1점이었다.

Vitamin C 및 Paprika 첨가량에 따른 비빔밥의 관능적 품질평가

Vitamin C가 비빔밥의 품질에 미치는 한계투여량(최적첨가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비빔밥

에 vitamin C를 0, 0.05, 0.1, 0.3, 0.5 및 1.0%로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감마선 조사를 실

시하였다. Vitamin C의 최적 첨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상의 방법대로 관능평가를 실시하

였다. Paprika 색소의 최적첨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0, 0.05, 0.1, 0.3, 0.5 및 1%로 첨가하여

비빔밥에 Paprika 색소를 충분히 혼합한 후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Paprika 색소의 최적

첨가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이상의 방법대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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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1999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단독 가열처리와 감마선 조사에 따른 고추장의 미생물 평가

고추장 양념에 감마선 조사와 가열처리한 후 총세균수를 Table 3-1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단독 처리 후 고추장의 총 미생물수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특히 30 kGy이

상 조사 시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추장에 분포하는 Bacillus 내생포자의

D10값으로 알려진 2.5 kGy 내외의 결과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추장

에 존재하는 내생포자가 일반 영양세포보다 방사선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식품

내 존재하는 미생물들의 방사선 감수성은 서식하고 있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고추장의 경

우 수분활성이 낮고 고염환경이며 화학적 조성이 복잡하여 내성포자의 방사선 저항성이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하였다(Key et al., 1995).

식품 내에 있는 초기 미생물을 제어하는 것은 식품의 위생성, 안전성 및 품질변화 억제에

의한 저장성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데, 본 연구에서도 고추장에 100℃로 가열처리할 경우

초기미생물 수를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장성 증진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

로 사료되었다. 또한 가열시간에 의존적로 미생물 감소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30분간 가열처리 후 감마선 조사 병용처리의 경우 조사선량이 17.5 kGy수준에서 미생물이 검

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따라서 차후 연구는 완전멸균이 가능한 30 kGy와

병용처리(100℃ 30분 가열 후 17.5 kGy 조사)간 품질을 비교함으로써 품질유지에 유리한 가

공방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병용처리에 따른 고추장의 미생물 평가

본 실험에 사용된 고추장의 총세균수 오염은 Table 3-1과 같이 6 log CFU/g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났다. 이 같은 미생물 수준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고추장 등 혼합조미료의 미생물

수준보다 약간 낮았지만 거의 유사하였으며, 이들 미생물들은 대부분이 내열성의 포자형성

세균임이 밝혀진바 있다. 병용처리의 살균효과를 확인 비교해 본 결과(Table 3-2), 무처리 군

의 경우 초기 6 log CFU/g에서 저장 20일 후 7 log CFU/g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가열처리의 경우 초기 2 log CFU/g 수준의 감균효과를 보였지만 저장 중 내성포자가 발

아하여 무처리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미생물이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열처리만으로

는 고추장의 내열성 포자형성 세균이 그다지 살균되지 않았다는 Ahn 등(2001)의 연구와 유사

하였다. 반면 30 kGy 수준의 단독 감마선 조사 처리구와 가열처리 후 17.5 kGy로 병용처리된

처리구의 경우 저장 20일이 지난 후에도 미생물생육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

마선 단독 처리 시 Kim 등(9)이 보고한 20 kGy보다 훨씬 높은 선량이 요구되지만 가열처리

를 병용할 때 20 kGy 이하 수준으로도 고추장에 오염된 미생물을 검출한계 이하까지 사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단독 처리보다 가열의 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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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가 고추장에 오염된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병용초리에 따른 고추장의 pH 변화

가열, 방사선 조사 및 병용처리에 따른 고추장의 저장 중 pH변화를 Table 3-3에 나타내었

다. 고추장의 pH는 무처리구와 처리구 모두 보존초기에는 4.73～4.75의 범위를 나타내어 가열

및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직접적인 pH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무처리 및 가열처리

군의 경우 고추장의 pH는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저장 20일에

는 무처리 고추장의 pH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1997)도 고추장의 pH는 저장

기간에 따라 감소하였고, 저장온도가 증가할수록 빨리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와 유사

한 경향이었다. 이는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의 경우 내포되어 있는 젖산균, 산생성 세균 등

에 의하여 유기산이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Robertson et al., 2002). 한편 30

kGy의 방사선 조사 처리구와 병용처리구의 경우 생균수들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저장기간

중 pH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앞서 실험한 미생물결과를 뒷받침하였다

(Table 3-2).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고추장에 병용처리 기술을 적용하여도 pH의 변화

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병용처리에 따른 고추장의 색도변화

가열, 방사선 조사 및 병용처리에 따른 고추장의 저장 중 색도의 변화를 Table 3-4에 나타

내었다. 모든 실험구에서 고추장의 명도(L값)는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흑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중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저장 20일 때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모

든 실험구가 유사한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감마선 처리구 및 병용처리구의 경우 무처리군에

비해 높은 값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적색도(a값) 및 황색도(b값)의 경우도 저장기간에 따

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고추장 고유의 색을 잃어가는 경향을 보였다. 감마선 조사 및 병용

처리 고추장의 적색도는 명도와 마찬가지로 무처리군에 비하여 저장기간 동안 높은 값을 유

지하였으며, 단독 가열처리구의 경우 무처리군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Lee 등(1997)이 보고한 고추장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는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저하된다

는 연구와 비슷하였으며, 적색도 및 황색도의 감소는 capsanthin을 포함한 carotenoids의 산화

에 의한 탈색에 기인하고 고추장의 주요 변색원인인 Maillard 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

다(Kwon et al., 2000). 또한 숙성이 완료된 고추장에서의 색 변화는 미생물의 작용(Han,

1991)보다는 화학적, 생화학적 작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이유에 대해서는 좀 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병용처리에 따른 고추장의 관능적 품질변화

가열, 방사선 조사 및 병용처리에 따른 고추장의 저장 중 관능검사 실시 결과를 Table 3-5

에 나타내었다. 10명의 패널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관(appearance), 풍미

(flavor) 및 맛(taste)의 경우 저장 전 대조구에 비해 감마선 단독 처리구의 경우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저장 중 큰 변화 없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병용처리의 경우

무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지만 5(acceptance>4.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보였다. 경도(texture)의 경우 저장 전 모든 실험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저장 중 유

의적으로 감마선 단독 처리구가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식품에 일정량 이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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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사선을 조사 할 경우 식품의 관능적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en and Gutmanis, 1968). 즉 고

추장에 30 kGy의 고선량 조사 시 고추장 품질에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며, 약 1/2에 해당하

는 선량은 어느 정도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결과에서 보듯이 병용처리군의 경우 저장 중 무처리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가열처리의 경우 관능적 품질을 유지하지만 미

생물학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크게 저하되나, 가열 및 감마선 조사의 병용처리 시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면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냉동 방사선 조사가 건조 비빔밥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25, -20 및 -70℃에서 감마선 조사된 비빔밥의 관능적 품질 평가 결과를 Table 3-6에 나타내

었다. 예비실험 결과(data not shown) 감마선 조사에 의해 비빔밥의 관능적 품질은 감소하였

다. 그러나 냉동조건 하에서 감마선 조사는 이러한 김치의 품질 저하를 막는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70℃에서 조사된 비빔밥의 관능적 품질은 -20℃로 조사된 비빔밥에 비해 관능적 품질

이 우수하였다. 이는 냉동조건 하에서 방사선 조사된 채소는 물리적, 관능적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는 선행보고들(Farkas, 1997; Niemira et al., 2002)과 비슷한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Vitamin C 및 Paprika 첨가에 따른 건조 비빔밥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비빔밥에 대한 vitamin C의 최적 첨가량 결정을 위해 비타민 C를 0.1%에서 1.0%까지 첨가

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비빔밥의 색상, 맛, 풍미 및 종합적 기호도에서 비타민 C를

0.1% 첨가할 경우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Table 3-7). 일반적으로 식품에 첨가된 항산화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과 식품 내 성분들 간에 경쟁적으로 반응한다고 알

려져 있다(Yoshida and Takagi, 1999). 따라서 본 실험에서 첨가된 vitamin C는 천연항산화제

로써 감마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칼 소거능이 있으며, 이로인해 감마선에 의한 비

빔밥의 품질 저하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vitamin C의 농도가 높아지면

vitamin C 특유의 신맛에 의한 관능적 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빔밥에 첨가되는 최

적 함량은 0.1%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식품의 색은 전체적인 기호도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기호도 증진을

목적으로 방사선에 의한 식품의 탈샐을 보완하기 위해 천연색소를 첨가하고자 하였다. 고추

장 양념의 붉은색을 부여할 수 있는 천연색소에는 코치닐, 레드비트, 홍국색소, paprika 색소

등이 있는데 이중 paprika 색소가 비빔밥의 붉은 색과 맛의 영향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

하여 paprika 색소를 0.1%에서 1.0%까지 첨가하여 관능적 품질을 평가하였다(Table 3-8). 그

결과 비빔밥의 색, 맛, 풍미 및 종합적 기호도는 paprika 0.1%를 첨가할 경우가 가장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즉, 고선량 감마선 조사에 의한 비빔밥의 탈색으로 저하된 관능적 품질을 개

선하기 위해 paprika 색소 0.1% 첨가가 가장 높음 관능적 선호도를 보였으며, 그 이상이 첨

가되었을 경우 붉은 색이 평가자들에 의해 오히려 좋지 못한 선호도를 보여 최적 첨가량은

0.1%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 539 -

Sample

Storage period

0 5 10 20

Control 6.63 7.28 7.44 7.62

HT1) 3.34 5.73 6.28 7.23

IR2) ND ND ND ND

HT-IR3) ND ND ND ND

Table 3-1. Formula for the preparation of Kochujang

Ingredients Ratio (%)

Wheat corn 24

Glutinous rice 14

Red pepper powder 14

Soybean 12

Wheat flour 8

Salt 8

Beef 6

Sugar 6

Codonopsis lanceolata 3

Starch syrup 3

garlic 2

Total 100

Table 3-2. Evaluation of the total microbes of Kochujang combined with heating and

gamma-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log cfu g-1)

1 HT : heated at 100℃ for 30 min
2 IR : gamma irradiated at 30 kGy
3 HT-IR : gamma irradiated at 17.5 kGy after heating 100℃ for 30 min

ND : not detec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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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Storage period

0 5 10 20

Control 4.74±0.04aA 4.68±0.04aB 4.62±0.05aC 4.57±0.06aD

HT1) 4.73±0.02aA 4.70±0.02abAB 4.68±0.03bB 4.60±0.03aC

IR2) 4.74±0.03aA 4.72±0.02bA 4.73±0.03cA 4.72±0.04bA

HT-IR3) 4.75±0.03aA 4.74±0.03bA 4.72±0.02cA 4.73±0.02bA

Storage

period
Samples

Items

L-value a-value b-value

0

Control 31.8±0.16a 10.6±0.23a 6.1±0.07a

HT1) 31.4±0.19a 10.9±0.36a 5.5±0.15b

IR2) 34.9±0.27c 11.0±0.48a 7.7±0.12c

HT-IR3) 32.6±0.18b 10.9±0.29a 6.4±0.16a

5

Control 30.9±0.07a 10.7±0.25a 5.7±0.24a

HT1) 30.5±0.08a 10.5±0.37a 5.4±0.17a

IR2) 33.5±0.10c 10.4±0.39a 7.5±0.14c

HT-IR3) 32.0±0.15b 10.3±0.40a 6.4±0.24b

10

Control 30.8±0.12a 9.5±0.22a 5.5±0.20a

HT1) 30.7±0.17a 9.9±0.43ab 5.2±0.13a

IR2) 32.8±0.13b 9.8±0.24ab 7.3±0.28c

HT-IR3) 31.0±0.23ab 10.0±0.31b 6.1±0.13b

20

Control 29.2±0.11b 9.2±0.36a 4.5±0.30a

HT1) 29.1±0.27b 9.1±0.39a 4.4±0.27a

IR2) 31.7±0.16a 8.9±0.36a 5.3±0.26b

HT-IR3) 30.7±0.19ab 8.7±0.40a 5.5±0.31b

Table 3-3. Evaluation of the pH of Kochujang combined with heating and gamma-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1-3 Footnotes, see Table 2.

Table 3-4. Evaluation of the hunter color values of Kochujang combined with heating and

gamma-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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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Footnotes, see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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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rage

period
Samples

Items

Appearance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0

Control 6.1±0.6a 6.2±0.5a 6.4±0.3a 6.3±0.3a 6.3±0.2a

HT1) 5.8±0.5ab 6.0±0.6a 5.8±0.5b 6.0±0.4a 6.0±0.5ab

IR2) 4.0±0.7c 5.9±0.5a 3.0±0.4c 2.5±0.7c 3.4±0.9c

HT-IR3) 5.5±0.7b 6.0±0.4a 5.5±0.5b 5.3±0.4b 5.7±0.6b

5

Control 6.2±0.2a 6.0±0.3a 6.2±0.4a 6.2±0.5a 6.0±0.3a

HT1) 5.4±0.6b 5.9±0.4a 5.7±0.6b 5.8±0.3a 5.7±0.7a

IR2) 4.2±0.6c 5.1±0.6b 3.1±0.5c 2.2±0.6c 3.1±0.8c

HT-IR3) 5.6±0.4b 5.7±0.7a 5.3±0.7b 5.1±0.8b 5.6±0.9a

10

Control 6.0±0.3a 6.3±0.2a 6.1±0.5a 6.2±0.6a 6.1±0.4a

HT1) 5.7±0.5b 5.8±0.5a 5.5±0.3b 5.8±0.4ab 5.5±0.6b

IR2) 3.8±0.3c 5.2±0.5b 2.8±0.7c 2.4±0.9c 3.0±0.4c

HT-IR3) 5.4±0.7b 5.9±0.6a 5.4±0.2b 5.0±0.5b 5.3±0.5b

20

Control 5.8±0.5a 5.5±0.6a 5.6±0.4a 6.0±0.7a 5.9±0.5a

HT1) 5.0±0.7b 5.4±0.8a 5.0±0.6b 5.4±0.4b 5.8±0.7a

IR2) 4.0±0.8c 4.9±0.3b 3.0±0.5c 2.1±0.7c 2.5±0.7b

HT-IR3) 5.3±0.5b 5.1±0.6ab 5.4±0.7ab 5.3±0.6b 5.5±0.8a

Irradiation

temperature

(℃)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Control1) 6.3±0.5a2) 6.2±0.7a 6.4±0.5a 6.0±0.4a 6.2±0.6a

20 4.3±0.4
c

3.5±0.3
c

1.7±0.8
c

2.0±0.4
c

2.2±0.7
d

-20 4.8±0.6bc 4.0±0.7b 3.7±0.4b 2.5±0.4c 3.1±0.5c

-70 5.0±0.5b 4.5±0.5b 3.9±0.6b 3.9±0.3b 3.5±0.3b

Table 3-5. Evaluation of sensory quality of Kochujang combined with heating and

gamma-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35℃

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1-3

Footnotes, see Table 2.

Table 3-6. Effect of irradiation (20 kGy) temperatures on sensory quality of Bibimbap

1)Not irradiated.
2)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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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e

(%)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Control1) 5.3±0.3a2) 5.1±0.3a 5.4±0.2a 5.4±0.6a 5.3±0.3a

0 3.0±0.6c 4.9±0.4a 3.4±0.3c 2.9±0.3d 2.7±0.4d

0.05 4.1±0.4b 5.2±0.4a 3.7±0.4bc 4.0±0.6c 4.1±0.3c

0.1 4.2±0.6b 5.1±0.3a 4.3±0.4b 4.7±0.4b 4.5±0.5b

0.3 4.3±0.7b 5.0±0.6a 4.1±0.3b 4.0±0.5c 4.0±0.4c

0.5 4.2±0.5b 5.1±0.6a 2.7±0.4d 2.2±0.2e 2.3±0.4de

1.0 4.4±0.3b 5.0±0.4a 1.9±0.7e 2.0±0.3e 2.0±0.4e

Concentrate

(%)

Sensory scores

Color Texture Taste Flavor
Overall

acceptance

Control
1)

5.4±0.4
a2)

5.1±0.4
a

5.7±0.3
a

5.7±0.8
a

5.3±0.4
a

0 2.4±0.7d 5.0±0.4a 3.9±0.5b 3.2±0.9c 2.9±0.6cd

0.05 3.8±0.4c 4.8±0.6a 4.0±0.4b 3.8±0.6bc 4.0±0.4b

0.1 4.3±0.5
b

5.1±0.4
a

4.3±0.5
b

4.3±0.6
b

4.1±0.3
b

0.3 4.1±0.6bc 5.2±0.7a 4.1±0.5b 4.2±0.6b 3.5±0.4c

0.5 1.9±0.6d 5.0±0.4a 2.1±0.5c 1.9±0.5d 2.5±0.7d

1.0 1.2±0.5
e

4.9±0.6
a

1.7±0.4
d

1.3±0.7
d

1.3±0.4
e

Table 3-7. Sensory evaluation of the Bibimbap added with various concentrates of vitamin C

1)Not irradiated.
2)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3-8. Sensory evaluation of the Bibimbap added at various levels of paprika extracts (%)

1)Not irradiated.
2)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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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선량 조사 융합기술 적용 환자용 무균식품 개발(아이스크림, 영양식)

가.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환자용 무균 아이스크림 개발

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유가공 산업의 발전은 국민 식생활을 개선시켜 국민 영양수준의 향상에 기여해 왔으

며 특히 아이스크림은 주원료가 우유로서 우유의 소비량이 많은 제품으로 부가가치가 높아

매년 신제품 출시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유아 및 청소년 층 뿐만 아니라 전 연령층이 선

호하는 기호유제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Chun 2005).

아이스크림 제품은 원유,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따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 경화하는 아이스크림류와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등을 혼합살균하여 냉동한 빙과류가

있다. 아이스크림 및 빙과제품은 아이스크림류, 아이스밀크류, 저지방 아이스크림류, 비유지방

아이스크림류, 샤베트 및 빙과류 등 6종으로 나뉜다 (Han 2005).

그러나 아이스크림 제조과정 중 저온살균, 냉동 및 경화 공정에서 대부분의 위해미생물을

사멸시킬 수 있다는 인식과 저온저장 및 유통은 다른 식품에 비해 미생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나, 아이스크림에서 Listeria spp., Escherichia coli 및 Yersinia spp. 등이 검출되어

아이스크림도 미생물학적 안전성 측면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Kim

and Yoon 1998). 특히 미생물로부터 오염된 아이스크림을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환자가

섭취하였을 경우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유발이 되기 쉬워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위생화 기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Kim and Yoon 1998; Kozak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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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성이 공인되어 현재 52개국에서 230여종의 식품에 대하여 식품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Lee et al. 2005). 우리나라도 1987, 1988, 1991 및 1995년에 4차례에 걸쳐 총 18개 품목의

식품조사가 허가되었으며 기존품목을 확대하여 복합조미식품류를 비롯한 7개 품목이 2004년

5월 추가로 허가되었다 (KFDA 2004). 특히 환자용 식품에 대한 조사허가는 우리나라를 비롯

하여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및 크로아티아에서 허가되었으며 남아프리카에서는 밀크쉐이크

분말을 1988년 5월 허가하였다 (IAEA 2000). 또한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 화학적 및 관

능적 특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품기인성 미생물로부터의 위험을 상

당히 줄일 수 있는 유익한 식품 위생화 방법이다 (Byun 1997). 방사선 조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식품 품온의 상승이 거의 없는 냉온살균이어서 특히 아이스크림과 같은 최종 제품

의 저장온도가 제한되고 전통적 살균 처리가 곤란할 경우 적용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

러나 방사선 조사는 라디칼 생성으로 인해 지방산화를 촉진시켜 지방 함유량이 많은 식품에

서는 품질이 저하되기 쉽다. 그러나 세계 최초로 식용유지 제조공정에서 지방산화의 촉진없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여 잔류 클로로필을 제거, 광산화 및 지방산화를 억제하는 기술이 국내

에서 개발되었다 (Byun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면역력이 약한 환자를 위한 아이스크림을 개발하기 위해 방사선 조

사 기술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기호도에 적합한 무균 아이스크림을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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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재료 및 방법

시료 준비

아이스크림 제조하기 전 10종의 향 (사과, 바나나, 쵸컬릿, 감귤, 커피, 민트, 복숭아, 스피

아민트, 딸기 및 바닐라)을 0, 1, 3 및 5 kGy로 조사하여 조사에 의한 향기패턴의 변화가

없는 민트, 스피아민트 및 감귤향을 선별하였다. 향 첨가된 아이스크림은 축산과학원 내 가

공 시설에서 제조하였다. 아이스크림 조성 및 제조과정은 아래 그림과 표에 제시하였다. 향

무첨가군 제조 시 향 대신 물을 첨가하였다. 아이스크림 제조 완료 후 분석 전까지 냉동상

태(-20℃)를 유지하였다.

Table 3-9. Ingredients of sterile ice-cream

조 성 첨가량 (kg)

크림 (Seoul milk Co., Seoul, Korea) 40

설탕 (CJ Co., Utd, Seoul, Korea) 15

우유 25

탈지유 (Skim milk powder, Seoul milk) 5.5

난황 2

물 12.5

향료 0.2

Fig. 3-1. Production of sterile ice-c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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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선원 30만 Ci, Co-60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4±1℃)에서 시

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및 5 kGy의총흡수선량을얻도록하였다.감마선 조사시드

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의 저온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

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

는 2% 이내였다. 조사된아이스크림은 -20℃에서 0, 2 및 4주 동안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미

생물학적 안성을 조사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제조된 아이스크림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적외선 수분함량 측정기(Scaltec instrument,

SMO01,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방 및 단백질 함량 측정은 각각 Folch 추출법 및켈

달측정법을 이용하였다.

미생물 분석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 (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120초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배지에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37℃에서 2일 동안 배양한 후

계수하였다. 아이스크림의 미생물 분석을 위해 사용한 배지는 total plate count agar

(Difco, Laboratories, Sparks, MD, USA)를 사용하였다.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훈련된 10 명의 관능요원에 의해 7점척도법을 이용하여

색, 향, 맛, 전제척인 기호도 및 조사취에 대해 평가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1970)에서 프로그램

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적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간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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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분석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일반성분 (수분, 조지방 및 조단백질) 분석결과를 표 3-10에

제시하였다. 실험 결과 수분의 경우 56.8 - 59.8%, 지방 15.1 - 18.9% 및 단백질 3.9 - 4.8%

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일반식

품성분표(Chae et al. 2003)에 따르면 아이스크림의 수분함량은 60%, 지방 및 단백질의 함량

은 각각 6.0 및 4.2%로 제시되었다. Adeil Pietranera 등(2003)은 냉동 상태에서 낮은 선량

으로 감마선 조사한 아이스크림의 일반 성분 함량은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따라서 아이스크림을 냉동상태에서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면 아

이스크림 내 일반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Table 3-10. Component analysis of sterile ice-cream

Flavors Irradiation
dose (kGy)

Approximate composition (%)

Moisture Fat Protein

Control

0 56.7 17.6 3.9

1 58.6 18.9 4.7

3 59.3 18.9 4.4

5 56.8 15.9 4.8

SEM1) 1.52 2.95 0.33

Spearmint

0 57.5 18.0 4.2

1 56.8 17.1 4.2

3 58.0 17.4 4.7

5 59.3 16.6 4.4

SEM 1.87 0.90 0.39

Mint

0 58.8 16.7 4.2

1 57.7 14.2 4.4

3 59.1 15.5 4.5

5 58.0 17.3 4.5

SEM 0.52 1.72 0.40

Citrus

0 58.2 16.5 4.4

1 56.6 17.8 4.8

3 59.8 16.8 4.8

5 58.8 15.1 4.5

SEM 1.43 1.03 0.40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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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분석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일반 호기성 미생물의 변화는 표 3-11에 나타내었다. 향 무첨

가군의 경우 2.40 Log CFU/g이 검출되었고 스피아민트, 민트 및 감귤향 처리군은 각각

1.2, 1.4 및 1.2 Log CFU/g이 검출되었다. 향 무첨가군은 1 kGy에서 1.2 Log CFU/g이 검

출된 반면 향 처리군은 모두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Kozak (1996)은 L. monocytogenes의

경우 다른 bacteria보다 0℃ 이하에서 더 오래 남아있어 오염된 유제품 섭취 시 Listeriosis

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amat 등(1989)은 면역결핍환자용 아이스크

림과 치즈 개발 시 1 kGy의 저선량 조사로 대부분의 병원균을 제거하였으며 관능적 품질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와 향 첨가의 병용처리는 아이스크림 내

잔존하는 미생물을 사멸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Table 3-11. Aerobic bacterial counts in sterile ice-cream

Flavors Irradiation dose (kGy) Viable cell counts (Log CFU/g)

None

0 2.4±0.121)

1 1.2±0.21

3 ND2)

5 ND

Spearmint

0 1.2±0.33

1 ND

3 ND

5 ND

Mint

0 1.4±0.12

1 ND

3 ND

5 ND

Citrus

0 1.2±0.21

1 ND

3 ND

5 ND

1)
Mean±standard deviation (n = 2).

2)Viables with no growth at a detection limit <101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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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평가

향 첨가 무균 아이스크림의 관능적 특성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감마선 조사 직후 관능평가

를 실시하였으며, 표 3-12에 나타내었다. 향 무첨가군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가 감소하였으며 조사취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스피아민트

및 민트향의 경우 비조사군과 1 kGy 처리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특히 감귤향의 경

우 3 kGy의 처리군이 가장 기호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연구에서 페퍼민트 및 감

귤향과 같은 특정한 향을 첨가한 아이스크림을 감마선 조사하여 관능적인 특성을 비교하였

을 때 비조사군과 유의적인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Hashisaka et al. 1990;

Kim et al. 2007). 따라서 감마선으로부터 저항성이 강한 향을 첨가하면 감마선으로 인해 생

성되는 이미 및 이취로부터 masking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12. Senosry evaluation of sterile ice-cream

Flavors
Irradiation
dose (kGy) Color Odor Taste

Overall

acceptability
Off-odor

Control

0 4.5 4.1 5.1a 5.3a 1.6b

1 4.6 3.8 3.3b 3.4b 3.0a

3 5.1 3.0 2.9b 3.3b 4.1a

5 4.9 3.0 3.5b 3.4b 3.7a

SEM1) 0.6 0.6 0.6 0.6 0.7

Spearmint

0 4.5 4.6 5.4a 5.1a 2.8ab

1 4.6 4.5 5.1a 5.4a 2.4b

3 5.3 4.3 3.6b 3.8b 3.1ab

5 5.3 3.8 3.5b 3.4b 4.2a

SEM 0.5 0.5 0.5 0.5 0.7

Mint

0 4.9 4.5 2.7b 3.0b 2.8ab

1 4.9 5.3 5.6
a

5.4
a

1.9
b

3 5.2 4.0 3.1b 3.3b 3.7a

5 4.5 4.0 3.4
b

3.4
b

2.9
ab

SEM 0.6 0.6 0.6 0.6 0.6

Citrus

0 4.7 4.4ab 4.3ab 4.0ab 3.1

1 4.7 4.1
b

4.6
a

4.4
ab

2.4

3 4.4 5.1
a

5.4
a

5.1
a

2.0

5 4.9 4.1b 3.3b 3.6b 3.1

SEM 0.6 0.5 0.6 0.7 0.6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a-b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same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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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선량 방사선 조사 이용 수출 전략 품목 가공삼(홍삼/흑삼) 제조공정 및 가

제품 개발

가.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가공삼의 유용성분 증진 및 제조공정 개선

1) 연구의 필요성

인삼은 식물 분류학상으로 두릅나무과(Araliaceae)의 인삼속(Panax)에 속하며 주로 뿌리를

약재로 이용한다. 인삼의 성분은 약 60％의 탄수화물, 8～15％의 조단백질, 1～3％의 조지방,

4～6％의 회분, 3～7％의 조사포닌, 그 외 미량성분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삼의 약리작용 및

임상효과로는 중추신경 억제 및 흥분 작용, 단백질 및 핵산 생합성 촉진 작용, 조혈 작용, 동

맥경화 예방, 혈당강하 작용, 항피로 및 항스트레스 작용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작용은 대개

사포닌(saponin)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Wu and Zhong, 1999 Kim et al.,

2006).

인삼의 유효성분인 사포닌은 식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배당체(glycoside)로서 비당부분

(aglycon)은 트리터페노이드(triterpenoid)계와 스테로이드(steroid)계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

며, 인삼 사포닌은 triterpenoid이다. Triterpenoid는 lanoatane, dammarane, ursane 및

oleanane계열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인삼사포닌은 이들 중 dammarane계열에 해당된다.

또한, aglycon과 당의 결합위치 또는 결합형태에 따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당인 글루코오스

(glucose), 람노오스(rhamnose), 자일로오스(xylose), 아라비노오스(arabinose) 등이 C-3 및 C-20

에 글리코시딕결합한 프로토파나사디올(protopanaxadiol) 또는 C-6 및 C-20에 에테르결합한

protopanaxatriol계 사포닌으로 분류되며, 현재 약 30종류 이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iu and Xiao, 1992).

인삼 사포닌은 다양한 물리화학적 처리에 의해 사포닌으로부터 당이 분리되면서 생리활성이

보다 높은 진세노사이드가 생성되며, 이러한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인삼

을 가공처리하여 가공삼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가공삼의 대표적인 종류로 홍삼과 흑삼이 있

다 (Han et al.,1982; Park, 2004)..

홍삼은 수삼을 세척, 증숙, 건조 및 정형 등의 과정을 거쳐 수분함량이 14％ 이하가 되도록

가공처리하여 가공삼의 한 형태로서 얻어지는데, 이러한 가공처리에 의해 저장성이 향상되고

사포닌의 변형, 아미노산의 변화, 갈변화 등의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또는 농다갈색의 색상을 가진 단단한 형태의 제품이 된다. 홍삼과 같이 인삼을 증숙하

게 되면 인삼의 약리작용이 변화하여 인삼에는 없던 활성성분이 생기거나, 기존에 존재하던

활성성분의 함량이 더욱 증가한다는 사실도 많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홍삼은 찌고 말리는 증숙과 건조과정으로 인해 중량의 급격한 감소와 발암물질인 벤

조피렌의 생성 그리고 복잡한 제조공정으로 인한 제조비용 증가 등의 단점을 지니고 있다. 이

를 위해 종래의 연구는 홍삼 및 흑삼의 제조 공정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홍삼 및 흑삼 제조시 온도, 압력, 시간 등의 가공조건 연구에 관한 것으로 근본

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방사선 조사 기술은 감마선(Co-60 또는 Cs-137), 전자선, X-선 등의 방사능 물질이나

방사선 발생장치에서 나오는 에너지 즉, 이온화된 방사선 에너지를 0.01kGy～200kGy 조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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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으로 식품에 조사하는 것으로 식품의 발아억제, 숙도지연, 기생충 및 해충구제, 부패 및 병

원성 미생물의 살균 등에 이용된다. 또한, 방사선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 식품 구성성분

및 식품조직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인삼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인삼의 조직 또

는 사포닌의 당결합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유용성분의 함량에도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

된다 (Ananthaswamy et al., 1970; Charlesby 1981; Cho et al., 2003; Dauphin and Saint-Lébe

1977; Deschreider 1960; Simic 1983; Sokhey and Hanna 1993)..

본 연구에서는 수삼으로부터 홍삼 또는 흑삼 등의 가공삼 제조시 방사선 조사기술이 기존의

홍삼과 흑삼에 비해 진세노사이드 Rg3, 진세노사이드 Rg5, 진세노사이드 Rk1의 함량에 미치

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시험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방사선 조사

본 발명에서 사용된 인삼은 금산에서 유통되는 4년근 수삼을 구입한 후 수삼을 세정수로

깨끗이 세척하였다. 세척이 끝난 수삼은 폴리에틸렌 포장지에 밀봉한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내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10±0.5℃의 온도에서 시간 당 10

kGy의 선량율로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가공삼 제조

준비된 수삼은 세 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어 5, 10, 30, 50, 70 및 100 kGy의 선량으로 조사

한 후 첫 번째 실험군은 60℃의 건조기에서 수분함량이 12±2％가 되도록 건조하고, 두 번째

실험군은 100℃ 온도의 증숙기에서 3시간 증숙 후 최종적으로 60℃의 건조기에서 수분함량

이 12±2％가 되도록 건조하였으며, 세 번째 실험군은 100℃ 온도의 증숙기에서 3시간 증숙

후 60℃의 건조기에서 3시간 건조 다시 증숙기에서 3시간 증숙 후 최종적으로 60℃의 건조

기에서 수분함량이 12±2％가 되도록 건조하였다.

조사포닌 추출

인삼을 분말화 하여 80% methanol로 70oC에서 4시간 동안 환류추출 하였다. 추출액을 여

과(Whatman No. 4) 한 후 여과액을 감압농축 하여 증류수에 용해하고 분별깔대기에 취해

ether층에 용해되는 지용성 성분을 제거하였다. 수층을 분리하여 수포화 n-butanol을 3회 가

하여 분리하고, n-butanol 층을 감압농축시켜 얻은 조사포닌은 정량하여 추출수율을 계산하

였으며 methanol에 용해하여 HPLC 분석에 이용하였다.

진세노사이드 분석

조사포닌 추출액은 HPLC (Agilent 11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ra,

C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컬럼(Hypersil GOLD C-18 column, 5 μm; 25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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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I.D.,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USA)과 검출기(diode array detector,

203nm)를 이용하여 이동상은 A (H2O), B (acetonitrile)를 20% B (0 min); 22% B (22 min);

50% B (50 min); 55% B (60 min); 65% B (65 min); 20% B (66 min); 20% B (70 min)로 유

속 1.2 ml/min 속도로 분석하였다.

경도 분석

인삼의 경도 측정은 텍스쳐 분석기(Texture analyser, Stable Micro System, UK)를 이용하

여 직경 25mm의 탐침(Probe)을 3mm/s 속도로 이동시켜 인삼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SEM 측정

인삼 단면의 미세구조는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JCM-5700, JEOL, Tokyo,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세포분화능 측정

면역증강 활성은 생쥐의 비장을 적출한 후 비장세포를 96-well plate에 1×106 cells/well로

분주하고 인삼 추출물을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MTT(3-(4,

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분석법으로 비장세포의 증식능을

측정하였다.

항암활성은 Koopman 등의 방법에 따라 피부암 세포(B16BL6)를 이용하여 암세포주를

96-well plate에 5×104 cells/well로 분주하고 인삼 추출물을 처리한 후 24시간동안 배양하여

MTT 분석법으로 암세포 증식저해능을 측정하였다.

항산화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은 Amarowicz 등(2004)의 방법에 따라 DPPH (2.2-diphenyl-1-picryl-hydrazil)

시약을 이용한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메탄올에 용해된 0.1mM DPPH 용액 100㎕를

동량의 인삼 추출물과 30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도 520nm에서 측정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조사포닌 함량

방사선 조사와 증포 횟수별 조사포닌 함량 변화는 Table 3-13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군에서

증포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31.6, 34.08 및 34.43 mg/g로 증가하였고 홍삼에서는 방사선 조

사 선량이 증가 할수록 조사포닌의 함량도 선량에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한 등의 (1995)

연구에 따르면 인삼을 10 kGy로 조사 할 경우 인삼의 성분 변화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조사포닌의 성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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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rradiation dose (kGy)

0 5 10 30 50 70 100

NSG 31.60
(±1.46ns)

30.83
(±0.47ns)

32.57
(±0.21ns)

33.37
(±0.45ns)

33.03
(±1.20ns)

34.77
(±0.83ns)

34.00
(±0.77ns)

1SG 34.08
(±0.34ns)

33.40
(±0.25ns)

34.25
(±0.41ns)

36.60
(±0.36ns)

38.60
(±0.88ns)

37.48
(±0.72ns)

39.53
(±0.67ns)

2SG 34.43
(±0.19ns)

31.50
(±0.33ns)

35.79
(±0.57ns)

36.25
(±0.40ns)

37.97
(±0.96ns)

37.51
(±0.41ns)

36.47
(±0.89ns)

Table 3-13. Total crude saponin contents in the steamed and irradiated ginseng.

(unit : mg/g)

NSG: non-steaming ginseng, 1SG: 1st steaming ginseng, 2SG: 2nd steaming ginseng.

진세노사이드 함량

홍삼에는 백삼에는 없는 진세노사이드 Rg3, Rg5 및 Rk1이 존재한다 (Kim 2000; Kwon

2001). 이들 진세노사이드는 항암 및 항염증 활성의 생리활성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hin et al., 2006b Yue et al., 2006).

증포 횟수에 따른 진세노사이드 함량의 변화는 Fig 3-2(A)과 같다. 인삼을 증포할 시 진세

노사이드 Rb1, Rc, Rd, Re 및 Rg1의 함량이 증가 될 뿐 아니라 1회 및 2회 증포시 진세노

사이드 Rg3, Rg5 및 Rk1이 생성되었다. 2회 증포하여 제조된 홍삼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진세노사이드의 함량변화는 Fig 3-2(B)와 같다.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 록 진세노사이

드 Rb1, Rc, Rd, Re 및 Rg1은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이와 반대로 Rg3, Rg5 및 Rk1은 함량

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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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The total ginsenoside contents in non-irradiated ginseng with steaming times (A);

changes of ginsenoside content in red ginseng by gamma irradiation dos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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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 및 미세구조 변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증가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실험의 일환으

로 수삼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경도 및 SEM(Scanning Electron Micrograph)를 이용한 인삼

조직의 미세구조 변화를 분석하여 각각 Fig. 3-3과 3-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인삼의 경도는 감마선 비조사 대조구(0 kGy)에 비해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조직 미세구조의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직 내부에 기공이 많이 발생하고, 기공의 크기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방사선 조사가 인삼의 조직을 연화시키고, 다공성 조직으로 변화시킴에 따라 인삼에는 존

재하지 않는 진세노사이드가 생성되는 작용 즉, 가열처리에 의해 인삼 배당체로부터 당이

분리되는 탈당과정 (Deglycosylation)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에 의해 제조된 홍

삼과 흑삼의 경우 Rg3, Rg5 및 Rk1와 같은 진세노사이드가 많이 생성됨을 간접적으로 증명

하는 결과이다.

Fig. 3-3. The change of hardness in irradiated ginseng after irradiation. *P < 0.05 compared to 0

kGy.

(A) (B) (C) (D)

(E) (F) (G)

X200

(A) (B) (C) (D)

(E) (F) (G)

(A) (B) (C) (D)

(E) (F) (G)

X200

Fig. 3-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in gamma-irradiated ginseng. (A): 0kGy, (B): 5 kGy, (C):

10kGy, (D): 30 kGy, (E): 50 kGy, (F): 70 kGy, (G): 1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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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활성의 변화

방사선 조사된 가공삼의 생리활성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포닌을 추출한 후 DPPH 라디칼

소거능 분석을 통한 항산화 활성, 비장세포 분화 증식능 분석을 통한 면역증강 활성 그리고

암세포의 증식 억제능을 통한 항암활성을 비교하여 Fig. 3-5(A, B, C)에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은 2회 증포된 가공삼에서 30 kGy로 조사하였을 때 가장 크게 나타났다. 면역

증강 활성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록 비장세포의 증식증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항암활성은 방사선 조사된 가공삼의 추출물에 의해 암세포의 세포독성이 약 15%까지

나타났다.

A

B

C

Fig. 3-5. Scavenging effect on DPPH radical in the steamed and irradiated ginseng. (A); The

cytotoxicity in tumor (A) and immune cells (B) treated by steamed and irradiated

ginseng extracts. NSG: non-steaming ginseng, 1SG: 1st steaming ginseng, 2SG: 2nd

steaming ginseng, * P < 0.05 compared to 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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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곡류 오염 곰팡이 사멸로 독소생산 억제, 생산 독소 파괴(30 kGy) 공정개발

및 간접식품(사료) 적용시험

가. 방사선 기술이용 간접식품(사료)의 곰팡이 및 곰팡이독소 제어에 관한 연구

1) 연구의 필요성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 식생활의 향상으로 축산물의 소비 증대와 위생적인 축산물의 요구

로 사료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료의 안전성을 위협하

는 요소로는 미생물을 포함한 생물학적 요인과 잔류항생물질, 농약 및 중금속 등을 포함한 화

학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고, 사료로 인한 위생상의 문제는 사료의 원료, 생산, 수송, 저장 및

제조 가공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고온 다습한 기후 등 생산 환경과 저장조

건에 따라 해충이나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대부분 생물학적 위해요인을 차지

하는 미생물 오염은 Aspergillus 속, Penicillium 속 및 Fusarium 속 등의 곰팡이 중에서 특정의

유해곰팡이가 생산하는 곰팡이독소(mycotoxi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적으로 사료의 안

전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사료원료의 생산지인 미국, 캐나다, 호주, 중국 등에서 수입을 위해 오랜 수송과정

을 거치게 되고, 오랜 수송과정 후에도 원료에 따라 바로 이용되지 못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저장되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원료사료는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위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

이 크고, 그 결과 품질의 저하는 물론 안전성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다. 세계적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는 사료회사에서도 곰팡이나 곰팡이독소의 오염사례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가공 ․생산되는 사료에서의 곰팡이독소 오염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현행 사료의 살균방법으로는 고압증기멸균법, ethylene oxide (E.O.) 가스 처리법 및 방사선

살균법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방법들은 원래 의료용품 또는 건조 식품류의 살균방

법으로 이용되던 것을 사료에 응용한 것이다. 특히 고압증기멸균법은 오래전부터 행해져 왔으

나 펠릿상이나 분말상의 사료는 경화되고 결착현상이 생기고, 기호성 및 성분의 변화가 발생

하여 가축의 발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E.O.가스 처리법은 펠릿 내부 까지 가스성분

이 침투할 수 있다는 보장이 불명확하고, 가스잔류의 가능성이 문제시 되며, 더욱이 사용 후

폐가스 처리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방사선 살균법은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을 이용하므로 포장상태로 처리할 수

있고, 살균 후의 재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처리시간도 단축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적정선

량의 조사로서 해충 및 곰팡이는 물론 모든 미생물의 사멸시킬 수 있어 그 실용적 가치가 매우

높다. 즉,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면 주요 수입 사료원료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장기적으로 안전

한 저장이 가능하며, 이런 안전한 사료원료를 공급이 가능함으로써 위생적인 사료를 제조할

수 있다. 그리고 2차 오염 확산을 방지하고 동물 축종 및 사용용도에 적합한 배합사료를 공급

할 수 있으며 훈증제 및 열처리시 발생되는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사료 중의 항영양인자를 제

거함으로써 간접식품의 영양학적 품질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가축질병 예방에 따른 폐사율 감

소 및 증체율․사료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전한 제품 제조를 위한 GMP/HACCP 등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적용 가능한 이점이 있다.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동물사료 중 곰팡이의 살균을 위해 동물사료, 사료원료, 벌크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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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용 동물사료 및 놀이용구에 대해서 최대 50 kGy까지 방사선조사를 법적으로 허가하여 실

용화하고 있다. 그밖에도 미국,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실험동물용 멸균사료, 어류 양식용 생

어사료와 배합사료, 경마용․종축용 말먹이 사료, 새먹이용 씨앗의 발아억제 및 곰팡이 살균

등에도 방사선 조사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사료에 방사선의 조사

가 허용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사료의 곰팡이 및 곰팡이독소의 제어를 위한 방사선 기술의 활

용이 요구된다.

동물사료 등의 간접식품은 가축 질병유발 및 축산가공품의 오염원으로 작용하여 동물의 폐

사 및 사람의 식중독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최근 세계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광우병, 조류독감 등의 가축질병 예방과 사람으로의 감염방지를 통해 발생되는 간

접 생산성의 제고가 필수적이다. 산업체 및 농가에서 사료의 오염으로 인해 폐기되는 사료원료

및 배합사료의 양은 공식적으로 보고되지 않고 있으나, 온도와 습도가 높은 하절기의 경우 상

당한 양이 폐기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료의 저장안전성 확보는 산업체 및 농민의 수익 증대

를 가능하게 한다.

국내 사료 및 수입 사료에 대한 곰팡이독소의 분포를 측정한 결과, 수입 사료에서 aflatoxin,

ochratoxin, deoxynivalenol 및 zearalenone의 독소가 고루 분포하였고, 국내 사료에서는

aflatoxin을 제외한 독소들이 검출된 바 있어 양돈협회에서는 aflatoxin, ochratoxin,

deoxynivalenol 및 zearalenone에 대한 사료 관리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건

의한 바 있고 최근 식품을 중심으로 앞서 열거한 곰팡이독소에 대해 규제를 하고자 하는 시

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료의 경우도 주요 곰팡이독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산업체 및 농가에서 동물사료의 오염은 생산성 및 수익을 감소시켜 국가의 경제․산업적

손실을 가져오고, 오염된 사료는 가축의 질병을 유발하며 나아가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곰팡이독소를 제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개인뿐만 아니라 관련업

체 및 국가의 경제에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다. 즉, 안전한 사료공급에 의한 식품매개 병원성

질환의 예방을 위한 공중보건증진으로 간접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저장 및 유통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의한 경제적 손실의 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사료의 위생관리와 품질관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은 사료의

방사선 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장기간의 원료저장이 필요하므로 사료원료에 대

한 HACCP를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사선조사 기술의 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사료 등의

간접식품의 위생화 및 저장 안전성확보는 바로 사람과 가축의 질병예방 및 안전한 축산가공

품 제조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곰팡이독소의 완전 제거를 위한 방안을 개발하여 사

회․환경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섭취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단백질원인 가축

및 그 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감을 부여

하게 되고, 나아가 쓰레기만두파동 사건과 같은 식품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소비자들 불신을

근절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방사선조사기술을 이용한 간접식품의 안전성 및 장기저장성 확보는 국가의 경제․산

업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점을 모두가 공감하고 깊이 인식하여 해당분야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

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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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 곰팡이 분리 및 배양

사료에 오염되어 있는 Aspergillus spp., 및 Penicillium spp. 등 각각의 곰팡이를 분리하기

위해 세균과 효모의 성장을 억제하고 곰팡이만을 선택적으로 생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

생물한도시험법에서와 같이 rose bengal이 35 mg/l 첨가된 rose bengal agar(RBA, Difco

Laboratories, U.S.A)배지를 사용하였고, 각 곰팡이의 순수분리와 계대배양을 위해서는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Laboratories, U.S.A.)배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제된 모든 배지는

고압멸균(121˚C, 1 kg/cm2, 15 min)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RBA와 PDA배

지의 화학적 조성은 다음 Table 3-13과 같다.

또한, 균의 분리는 멸균된 증류수 10 ml이 주입된 시험관(18×220 mm)에 사료를 약 1 g 칭

량하여 넣은 후 시험관 교반기를 이용하여 강하게 혼합하였고, 그 혼합액 200 µl를 RBA 평

판배지에 0.1 및 1 ml 씩 분주 후 도말하여 28˚C에서 4일간 배양하였다.

평판배양 후 육안으로 colony의 모양, 크기 및 색깔 등을 관찰하여 Aspergillus spp. 및

Penicillium spp. 등으로 추정되는 균주를 선정하여 PDA 평판배지에서 분리를 반복하였다. 분

리된 단일 집락은 PDA 사면배지에 접종시키고, 4˚C에서 보관하면서 각 곰팡이를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생성능을 조사하였다. 이렇게 순수 분리하여 사면배지에서 배양된 Aspergillus

spp.와 Penicillium spp. 곰팡이는 액체배지인 sucrose low salt(SLS)배지에서 28˚C에서 15일

동안 정치 배양하였고, 그 배양액에서의 곰팡이독소 생성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사용된 SLS배

지의 조성은 다음 Table 3-14와 같다.

Table 3-13. Composition of rose bengal agar(RBA) and modified potato dextrose agar(PDA)

medium

Rose Bengal Agar Potato Dextrose Agar

Component Amount
Component Amount

Glucose 10 g
Potato 200 g

Peptone 5 g
Bacto-dextrose 20 g

KH2PO4 1 g
Agar 15 g

MgSO4․7H2O 0.5 g
Yeast extract 50 g

Rose-bengal 35 mg
Distilled water 1 l

Agar 15 g
pH 5.6

Distilled water 1 l

pH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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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Composition of modified sucrose low salt(SLS) medium

Component Amount

Sucrose 85 g

L-asparagine 10 g

(NH4)2SO4 2 g

KH2PO4 2 g

MgSO3 6H2O 1 g

CaCl2 2H2O 75 mg

ZnSO4 10 mg

Na2B4O7 2 mg

FeSo4 6H2O 2 mg

MnCl2 4H2O 5 mg

Ammonium molybdate 2 mg

Distilled water 1 l

pH 5.6

- 포자현탁액 조제

곰팡이의 포자현탁액 조제를 위해 순수 분리된 Aspergillus spp. 및 Penicillium spp. 곰팡이를

PDA 평판배지 상에서 활성화시킨 다음 0.1% Tween 80 용액 1 ml와 멸균증류수 5 ml를 혼

합한 용액으로 포자를 씻어 내는 조작을 3회 반복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포자현탁액을 멸균

된 4겹의 cheese cloth에 여과하고, 적당한 양의 멸균증류수로 희석하면서 현미경으로 2×108

conidia/ml로 조절하여 500 µl e-tube에 각각 분주한 후 -70˚C에 보관하면서 본 연구에 사용

하였다.

- 각종 곰팡이독소 분석법 확립

곰팡이독소는 곰팡이가 생산하는 2차 대사산물로서, 사람과 가축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식품, 사료 및 생약 등에 오염이 쉽게 될 수 있다. 특히 Aspergillus

spp.이 생산하는 aflatoxin B1(AFB1)은 곰팡이독소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간장 발암물질로 국제

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에서 발암물질 I로 분류할 정도

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곰팡이 및 곰팡이독소를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에 대한 감수성을 확인

하기 위해 먼저 사료를 이용하여 효소면역분석법인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비롯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liquid chromatography

combin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의 분석법을 확립하고, 그 확립된 분

석법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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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ISA 분석법 확립 및 밸리데이션

․ 표준곡선

본 연구실에서 개발하고, 최적화된 ELISA의 표준곡선 작성을 위해 AFB1 농도가 0, 0.01,

0.05, 0.1, 0.5, 1 ng/ml이 되도록 하여 실험하였다. 확립된 ELISA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AFB1-MAb은 PBS(50mM phosphate-buffer)를 이용하여 3,000배로 희석하고, 96 microtitre

well에 100 µl씩을 분주하여 4℃에서 overnight시켜 well에 고정시킨다. 반응시킨 well은

PBST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AFB1 표준물질 혹은 전처리된 사료와 AFB-HRP conjugate를

각각 50 µl씩을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경쟁반응 하였다. 경쟁반응이 끝난 well을

PBST(50mM phosphate-buffered saline containing 0.05% Tween 20, pH 7.4)용액으로 6회 세

척하고 기질용액인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 sµlfonic acid (ABTS, Sigma, USA)를

100 µl씩 첨가하여 30분간 발색시킨 후 세척과정 없이 바로 ELISA reader(Bio-RAD Model

550, Richmond,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 405 nm에서 곰팡이독소의 생성정도를 측정하

였으며, 그 과정은 다음 Fig. 3-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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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 at 37℃, 20 min

Fig. 3-6. The procedures of direct competitive ELISA for analysis of AFB1

․유효성

사료 중 AFB1 분석을 위해 본 연구실에서 확립한 ELISA법으로 10회 반복 실험하여 유효성

을 평가하였다.

․ 항체의 특이성

ELISA법에 사용한 항체의 특이성을 조사하기 위해 AFB1 이외의 다른 이성체들(AFB2,

AFG1, AFG2, ochratoxin A, zearalenone)과의 교차반응성을 확인하였다.

․ 회수율 확인

ELISA법을 이용하여 사료의 분석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AFB1 음성 사료 5 g에 AFB1

을 임의로 0.5, 1, 5 ng/g의 농도로 오염시켜 60℃에 1시간 동안 건조 후 1 g의 NaCl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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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25 ml의 60% methanol를 넣어 20분간 강하게 진탕하여 4℃에 3,000 rpm에서 10분간 원

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취하여 Whatman No. 4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PBST로 5배

희석한 후 ELISA법으로 회수율을 확인하였다.

․ 검출 및 정량한계

본 시험법의 검출한계와 정량한계를 구하기 위해 표준 AFB1을 0.01～1 ppb의 저농도로 분

석하여 측정하였다.

-- HPLC 분석법 확립 및 밸리데이션

본 연구에서 확립된 HPLC의 조건은 Table 3-라-1-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추출․정제된 사료

의 유도체화(PCD)는 Coring cell에 의해 전기화학적으로 발생하는 브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

고, 이동상용매는 water : acetonitirile : methanol(6:2:3,v/v/v)의 비율로 사용하였으며,

detector는 fluorescence detector를 사용하였다. 사료적용을 위해 사료 5 g을 칭량해서 70%

MeOH 25 ml와 혼합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원심분리 과정을 거치고 추출하여 그 추출액을

여과지(Whatman paper No.4)로 여과하였다. 여과액 10 ml를 증류수 20 ml와 희석하여 0.45

㎛ filter로 재 여과한 후, 15 ml를 immunoaffinity column(IAC, Vicam Co., USA)으로 정제하

였다. IAC를 실온에서 정치해 두고 여과액을 3 ml/min 속도로 IAC를 통과시킨 후 10 ml의

증류수를 주입하여 세척하고 공기를 통과시켜 건조시켰다. 그 후 IAC에 HPLC급 methanol을

0.5 ml 주입하여 자연낙하시켜 aflatoxin을 용출하였고, 이 용출액은 5 ml의 용량플라스크에

모은 후, 1차례 더 메탄올 0.75 ml를 첨가하여 용출시켜 물로 5 ml로 정용하고 시험용액 20

µl를 post-column derivatization(PCD) system이 장착된 역상 HPLC에 주입하여 정량하였다.

한편, 사료를 이용한 HPLC법의 밸리데이션을 위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3-15. HPLC conditions for AFB1 analysis by HPLC with fluorescence detection

Paramete Conditions

Instrument Waters 717 HPLC system, USA

Column Waters sunfire
TM

C18 RP 5㎛, 4.6×150 mm

Detector Waters 474 scanning fluorescence detector

Mobile phase

Water-acetonitrile-methanol(6:2:3)solvent

(Add 350 µl HNO3 +0.12g KBr to each litter of mobile phase for

post-column bromine derivatization with Coring cell

Flow rate 1 ml/min

Column temp. 30 °C

Injection volume 20 µl

Wavelength Excitation 365 nm & emission 43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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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성

본 시험법이 AFB1에 대한 특이성을 갖는지 시험하기 위해 3종류의 사료를 대상으로 하여

AFB1 5 ng/g으로 오염시키고, 그 사료를 추출한 후 표준물질과 동일 시간대에 peak가 나타나

는지 확인하였다.

․ 직선성

본 시험법의 직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AFB1 표준물질의 농도를 0.1, 0.2, 0.5, 1, 2, 5, 10

ng/ml와 같이 조제하여 HPLC로 측정한 후 AFB1 농도에 대한 적분면적을 회귀 분석하여 직

선성을 확인하였다.

․ 분석범위

본 시험법에서 HPLC로 직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AFB1을 0.1, 0.2, 0.5, 1, 2, 5, 10 ng/g의 농

도로 분석하여 분석 가능한 범위를 확인하였다.

․ 정확성 및 정밀성

정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사료에 0.5, 1, 5 ng/g의 농도로 오염시킨 후 회수율을 측정을

하였고, 이 세 가지 농도를 기준으로 각 사료를 5회 측정하여 상대표준편차를 측정하였다.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검출한계를 확인하기위해 표준 AFB1을 0.1～0.4 ng/g의 저농도로 분석대상물질인 3종류의

사료에 오염시켜 확인하였고, 정량한계를 구하기 위해 표준 AFB1을 0.1～1 ng/g의 농도로 오

염시켜 signal vs. noise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 LC-MS/MS법 확립

LC-MS/MS법을 이용하여 사료 속 AFB1을 분석하기 위해 AFM1(10 ng/ml)을 내부표준물질

로 사용하였고, water:acetonitirile:methanol(6:2:3,v/v/v)을 이동상용매로 하여 Agilent ZORBAX

SB-Aq C18column(Agilent, 4.6X150 mm, 5 ㎛ particle size)을 이용하여 AFB1을 분리시켰으며,

각 사료당 약 20 µl씩 주입하였다. 또한 ion source는 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APCI, heated nebulizer) positive 방식을 이용하였고, 최적의 분석을 위해 curtain gas

15 Mpsi, nebµlizer current 5, interface heater: on, vaporizer temperature 450℃ 등의 조건을

유지하였으며, AFs는 multiple reaction monitoring(MPN)으로 검출하는 등 본 연구에 적용된

LC/MS/MS 분석 조건은 Table 3-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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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6. LC/MS/MS conditions for quantification and confirmation

Instrument Parameter Conditions

LC

(Agil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

Column Agilent ZORBAX SB-Aq C18column(Agilent, 4.6×150 mm, 5㎛ particle size)

Mobile phase Water : Acetonitrile : Methanol = 6 : 2 : 3 (v/v/v)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 20 µl

Elution seq. AFM1, G2, G2, B2, B1

MS

(MDS SCIEX 3200 Q

TRAP®, Applied

Biosystems)

Curtain gas 20 Mpsi

Nebµlizer current 5

Interface heater On

Vaporizer temp. 450℃

Ion source GS1, GS2 60, 50 Mpsi

Ion source 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APCI, heated nebµlizer) positive(+)

Mass spectra range 100 ~ 500 m/z

MPN

(Mµltiple Reaction

Monitoring)

Standard Q1 Mass

(amu)

Q3

Mass(amu)

EPa)(V) DPb)(V) CEc)(V) CXPd)(V

)

AFB1 313.1 285.2 9 61 33 10

AFB2 315.5 259.2 4 46 45 16

AFG1 329.1 243.1 6 51 37 14

AFG2 331.1 313.3 8.5 61 35 12

AFM1 329.1 273.3 12 41 31 16

a)EP : entrance potential, b)DP:declusteringpotential,c)CE:collisionenergy,d)CXP:collisioncellexit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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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ELISA 분석법 확립 및 밸리데이션

- 유효성

각종 사료 중 AFB1오염 정도를 정량하기에 앞서 본 연구실에서 확립한 ELISA법에 의해

10회 반복 실험하여 유효성을 확인한 결과 Table 3-17과 같았다.

Table 3-17. Assessment of effectiveness for AFB1 by ELISA

Test
time

AFB1 (ng/g)

0 0.01 0.05 0.1 0.5 1

1st
Aver.

STDEV
%B/B

1.393
0.035
100

1.322
0.002
94.87

1.126
0.001
80.83

0.914
0.011
65.58

0.296
0.001
21.25

0.192
0.007
13.78

2nd
Aver.

STDEV
%B/B

1.376
0.045
100

1.318
0.013
95.82

1.182
0.013
85.93

0.907
0.029
65.90

0.234
0.001
17.01

0.166
0.000
12.07

3rd
Aver.

STDEV
%B/B

1.003
0.006
100

0.962
0.043
95.86

0.851
0.004
84.80

0.671
0.029
66.85

0.208
0.013
20.69

0.158
0.011
12.07

4th
Aver.

STDEV
%B/B

1.422
0.018
100

1.367
0.027
96.17

1.206
0.040
84.84

0.991
0.006
69.68

0.319
0.016
22.41

0.202
0.002
14.18

5th
Aver.

STDEV
%B/B

1.193
0.006
100

1.143
0.000
95.81

0.960
0.018
80.43

0.795
0.055
66.64

0.230
0.038
19.28

0.161
0.019
13.45

6th
Aver.

STDEV
%B/B

1.164
0.008
100

1.095
0.023
94.03

0.954
0.013
81.96

0.756
0.061
64.95

0.205
0.018
17.57

0.158
0.001
13.57

7th
Aver.

STDEV
%B/B

1.244
0.006
100

1.162
0.000
93.37

0.989
0.018
79.46

0.846
0.055
68.01

0.258
0.038
20.74

0.171
0.019
13.71

8th
Aver.

STDEV
%B/B

1.293
0.005
100

1.219
0.004
94.31

1.064
0.018
79.46

0.891
0.001
68.94

0.314
0.003
24.29

0.199
0.004
15.40

9th
Aver.

STDEV
%B/B

1.004
0.031
100

0.913
0.004
90.89

0.825
0.021
82.17

0.698
0.006
69.47

0.235
0.007
23.41

0.162
0.013
16.14

10th
Aver.

STDEV
%B/B

1.231
0.007
100

1.111
0.040
90.25

1.023
0.020
83.10

0.825
0.000
67.02

0.323
0.011
26.20

0.228
0.00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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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체의 특이성

ELISA법에 사용한 항체의 특이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B1 외에

도 다른 이성체들(AFB2, AFG1, AFG2)과 교차반응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ochratoxin 등의 다

른 곰팡이독소와는 교차반응성이 없어 본 실험의 목적에 적합한 항체였다.

Table 3-18. Cross-reactivity of AFB1 monoclonal antibody to various mycotoxins

Mycotoxin Cross-reactivity (%)

AFB1 100

AFB2 20

AFG1 74

AFG2 14

Ochratoxin A -

Zearalenone -

- 회수율 확인

ELISA법을 사용한 경우의 사료를 대상으로 회수율을 확인한 결과 Table 3-19과 같이

84.3～102.68% 수준으로 나타나 분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3-19. Recovery of AFB1 from the feed samples spik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FB1

Artificially spiked AFB1

(ng/g)
Detected AFB1 (ng/g) Recovery (%)

0.5 0.42 ± 0.04 84.30 ± 8.52

1 1.03 ±0.04 102.68 ± 3.93

5 4.50 ±0.04 89.99 ± 0.89

-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

아울러 확립된 ELISA법의 검출한계(LOD) 및 정량한계(LOQ)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20과 같았다. 즉 LOD와 LOQ의 값은 각각 0.05와 0.1 ng/ml로서 민감도가 양호하였다.



- 565 -

Table 3-20. Limit of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ELISA analysis methods for AFB1

Evaluation criteria Concentration of AFB1 (ng/g)

Limit of detection 0.05

Limit of quantification 0.1

HPLC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HPLC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이성, 직선성, 범위, 정확성, 정

밀성, 검출 및 정량한계 등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특이성

본 분석법의 AFB1에 대한 특이성을 시험한 결과, Fig. 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B1 표준물

질의 경우 약 12분경에 peak를 보였고, 각 사료에 AFB1을 오염시켜 추출한 사료에서도 표준물

질과 같은 시간대인 약 12분경에 peak로 나타났으며, matrix effect는 크게 관찰되지 않아 본 시

험법이 AFB1을 선택적으로 분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12.32 min12.32 min

Fig. 3-7. Specificity of HPLC analysis to detect AFB1:(a) AFB1 standard(5 ppb), (b) Feed

control, (c) Feed spiked with 5 ppb of AFB1

- 직선성

본 시험법의 직선성 실험을 위해 준비된 검량곡선은 Fig. 3-8와 같았고, 이때 얻은 검량선에

서 AFB1 농도에 대한 적분면적을 회귀 분석한 결과 AFB1의 상관계수는 0.99989의 정의 상관

관계가 성립하여 본 시험법이 사료 중 AFB1 분석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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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alibration curve of AFB1

- 범위

본 시험법에서 HPLC로 직선성을 평가하기 위해 표준 AFB1을 0.1, 0.2, 0.5, 1, 2, 5, 10 ppb

의 농도로 분석한 결과, 분석범위는 0.1∼10.0 ppb로 나타났다.

- 정확성

본 시험법의 정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사료에 앞서 규정된 범위 중 0.5, 1.0, 5.0 ng/g

농도로 오염시켜 회수율을 확인한 결과 A사료의 경우 76.23∼120.67%의 정확성(회수율)이 확

인되었고, 전체적으로 평균 81.55∼120.67%로 나타나 본 시험법이 AFB1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21).

Table 3-21. Validation of accuracy for HPLC analysis method to detect AFB1 spiked in feed

samples (Unit:%)

Samples Repeat
Spiked AFB1(ng/g)

0.5 1.0 5.0

A

1 85.86 85.03 76.23

2 120.67 106.70 87.74

3 107.41 87.93 80.67

Aver. 104.65 93.22 81.55

B

1 97.86 92.29 84.62

2 88.99 86.77 85.41

3 116.13 102.27 84.48

Aver. 100.99 93.78 84.84

C

1 118.47 94.13 92.82

2 115.02 102.09 88.38

3 128.52 101.60 81.01

Aver. 120.67 99.27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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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성

직선성이 확인된 농도구간 중 0.5, 1.0, 5.0 ng/g의 3가지 농도를 기준으로 각 사료를 5회 측정

하였다. 그 결과 상대표준편차 값이 4.06∼6.31의 범위로 나타나 비교적 효율적인 분석법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값은 실험농도에서 상대표준편차가 2.0 이하이어야 효과적인 시험법으로 생각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었다(Table 3-22).

Table 3-22. Validation of precision for HPLC analysis method to detect AFB1 spiked in

feed samples (Unit:%)

Samples Repeat
Spiked AFB1(ng/g)

0.5 1.0 5.0

A

1 0.59 0.88 3.52

2 0.55 0.88 3.61

3 0.55 1.00 3.94

4 0.54 0.88 4.03

5 0.60 0.92 3.72

Aver. 0.57 0.91 3.76

RSD 4.99 5.54 5.72

B

1 0.49 0.92 4.23

2 0.44 0.87 4.27

3 0.50 0.95 4.20

4 0.48 0.91 4.17

5 0.47 0.81 3.74

Aver. 0.48 0.89 4.12

RSD 4.63 6.31 5.24

C

1 0.62 1.02 3.81

2 0.58 1.02 4.42

3 0.61 1.07 3.81

4 0.57 0.96 3.62

5 0.60 0.92 3.72

Aver. 0.60 1.00 3.88

RSD 4.06 5.92 6.26

RSD : Rela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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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한계

본 시험법의 검출한계를 나타내기 위해 표준 AFB1을 0.1∼0.4 ng/g의 저농도로 AFB1 음성

사료에 오염시켜 분석한 결과 0.4 ng/g에서 peak vs. noise가 3∼2 : 1정도로 나타났고, 검출

한계의 회수율은 106.70∼113.41%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검출한계는 모든 사료에서 0.4 ng/g

로 나타났다.

- 정량한계

본 시험법의 정량한계를 구하기 위해 표준 AFB1을 1.0 ng/g의 농도로 AFB1 음성사료에 오

염시켜 분석한 결과 peak vs. noise가 10 : 1정도로 나타났으며, 회수율은 91.8∼98.1%로 확인

되었다. 실험결과 정량한계는 모든 사료가 1.0 ng/g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LC/MS/MS법 확립

본 연구에서는 면역분석법, HPLC에 의한 분석법에서 AFB1이 검색된 사료를 대상으로

LC/MS/MS법을 이용하여 교차적으로 AF의 오염여부를 확인하였다. 먼저 표준 AFB1, B2,

G1, 및 G2의 정량을 위해 준비한 검량곡선은 각각 Fig. 3-9과 같았고, 이때 얻은 검량선에서

각각의 AF농도에 대한 적분면적을 회기 분석한 결과 각 AF은 0.9990∼0.9998의 정의 상관관

계(R2)가 성립하여 AF 확인 정량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AFB1, B2,

G1, 및 G2 표준물질에 대한 LC-MS/MS에 대한 LC chromatogram과 LC/MS/MS spectrum은

Fig. 3-10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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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Calibration curve of AF B1, B2, G1, and G2 on LC/MS/MS



- 569 -

Fig. 3-10. LC/MS/MS resµlts of standard AFB1, B2, G1, G2 and M1;LC

chromatogram(A), LC/MS/MS spectr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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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원별, 에너지수준별 조사가 위해곰팡이의 독소생성 제어

1) 실험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및 배지

본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한국미생물센터로부터 분양받은 aflatoxin B1(AFB1)을 생성하

는 균주(Aspergillus parasiticus KCCM35078, A. parasiticus KCCM35079, A. flavus var.

flavus KTCT60330), ochratoxin A(OTA)을 생성하는 균주(A. awamori KCCM32316, A.

alutaceus KCCM60421, P. verucosum KCTC6265)와 zearalenone을 생성하는 균주(F.

sporotrichioides KCCM11657)를 사용하였고, 현 실험실에 보유 중인 AFB1을 생성하는

Aspergillus spp., OTA를 생성하는 Penicillium spp.와 강원도 횡천 옥수수에서 분리한

zearalenone을 생성하는 F. graminearum을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배지로는 균주를

활성화하고 포자현탁액을 조제하기 위해서 sucrose low salt medium(SLS)와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를 사용하였다.

균주의 배양과 현탁액의 조제

분양받은 각 균주의 포자현탁액 준비는 1차 년도에서 수행한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한

후 포자수를 107spore/ml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AFB1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및 AFB1의 저감화 확인

-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확인

․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감수성 확인

분양받은 A. parasiticus KCCM 35078, A. parasiticus KCCM 35079, A. flavus var. flavus

KCCM 60330 및 Aspergillus spp.에 대하여 각각 포자현탁을(107spore/ml)을 준비하고 감

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 선량 조사한 후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시

켜 상등액을 제거하고 멸균생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였다. 재 부유된 포자

현탁액 50 µl를 PDA평판배지 중앙에 점적한 후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기 위해 colony 직경을 측정하였다.

AFB1 생성곰팡이 포자현탁액(107spore/ml)을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 조사

한 후 각 포자현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분주하고, 27℃에서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5

일 간격으로 SLS액체배지 상에 생산된 AFB1을 효소면역분석법(competitive direct

enzyme linked immumosorbent assay;DC-ELISA)으로 측정하였다. AFB1 분석에 사용된

ELISA법은 1차 년도에서 확립한 ELISA법으로 분석하였다(Table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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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3. The optimal conditions of DC-ELISA for AFB1

Steps of DC-ELISA Optimal conditions

1. Pre-coating plate Goat anti-mouse IgG 1:1000 in 0.05 M PBS

2. Coating AFB1-MAb 1:3000 in 0.05 M PBS

3. Standard solution AFB1 in 10% methanol/0.05 M PBST

4. Enzyme tracer AFB1-HRP 1:15000 in PBS containing 1%BSA

5. Substrate ABTS-0.03 % H2O2,

6. Washing solution 0.05 M PBS containing 0.05% Tween20(PBST)

7. Incubation time

•Pre-coating 4℃ overnight

•Antibody-coating 37℃ for 1.5h

•Competition 37℃ for 30min

•Enzyme-substrate 37℃ for 30min

사료에 존재하는 AFB1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 배지상에 생육정도

멸균된 사료를 5 g씩 칭량하여 AFB1생성 곰팡이를 107spore/5 g 수준으로 접종 한 후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0.85% NaCl) 30 ml를 첨

가하여 강하게 진탕하였다. 진탕된 사료를 약 2-3분간 정치시킨 뒤 상등액을 500 µl를 취

하여 PDA 평판배지에 도말하고 27℃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여 곰팡이 생육정도를 확인하

였다.

- 보관기간 중 생육정도

멸균사료에 AFB1 생성곰팡이(10
7
spore/5 g) 포자현탁액을 접종한 후 감마선으로 0,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고 약 500 µl의 멸균생리식염수를 첨가한 후 27℃에서 약 4주

동안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하였다.

- 사료 종류에 따른 AFB1 생성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각기 다른 사료 속에 존재하는 AFB1 생성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 돼지

및 쥐 사료를 이용하여 사료종류에 따른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각

동물 사료별로 5 g씩을 conical centrifuge tube에 칭량하고, 30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멸균사료로 만들었다. 멸균사료에 AFB1을 생성하는 곰팡이 4종을 각각 107spore/5 g로

접종한 후 감마선으로 0, 1, 3, 5, 및 7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 20 ml를 첨가하

여 강하게 진탕 후 약 2-3분 동안 정치시킨 뒤 101-105으로 단계희석을 실시하였다. 각 희

석액 1 ml을 혼합희석평판배양(pour-plate method)법으로 혼합하여 27℃에서 36시간동안

배양해서 곰팡이를 계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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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에 의한 표준 AFB1 저감화 측정

․방사선 조사에 의한 AFB1 표준 용액의 저감화 확인

AFB1 표준물질을 0, 0.05, 0.1, 0.5, 1 및 5 ng/ml의 농도로 준비하여 감마선 0-5 kGy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ELISA로 AFB1 저감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AFB1을 검출하

기 위해 적용된 ELISA의 조건들은 이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료 속 AFB1의 저감화 확인

4 g씩 칭량된 멸균사료에 AFB1을 25, 50 및 100 ng/ml로 오염시켜 0, 3 및 10 kGy로

방사선 조사한 후 사료에 70% methanol 20 ml을 첨가하여 30분간 진탕한 뒤, 3000 rpm

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를 하고 filter paper로 필터를 하였으며, 추출액은 PBST로 희석

하여 ELISA로 분석하였다.

-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선원별 감수성 확인

AFB1을 생성하는 곰팡이포자현탁액(107spore/ml)에 감마선과 전자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및 10 kGy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고 10분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켜 상등액을

제거한 후 멸균생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였다. 재 부유된 포자현탁액 50 µl

를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평판배지 중앙에 점적한 후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

면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기 위해 colony 직경을 측정하였다.

․ 사료에 존재하는 AFB1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멸균사료를 5 g씩 칭량하여 AFB1생성 곰팡이를 107spore/5 g 수준으로 접종한 후 감

마선과 전자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한 후 멸균생리식염수(0.85%

NaCl) 30 ml을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였다. 진탕된 사료를 약 2-3분간 정치시킨 뒤 상

등액을 500 µl를 취하여 PDA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27℃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여 곰팡이

생육정도를 확인하였다.

멸균사료 5 g에 AFB1생성 곰팡이(107spore/5 g) 포자현탁액을 접종한 후 감마선과 전

자선으로 0,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고 약 500 µl의 멸균생리식염수를 첨가한 후 2

7℃에서 약 4주 동안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하였다.

AFB1 표준물질을 10% MeOH/PBST에 0, 1, 5, 10, 50 및 100 ng/ml의 농도로 준비한

후 0, 3, 6, 9 및 12 kGy선량으로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고 ELISA를 이용하여 두 선

원의 AFB1 저감화 정도를 비교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OTA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및 OTA의 저감화 확인

- OT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확인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감수성 확인

분양받은 A. awamori KCCM32316, A. alutaceus KCCM60421, P. verucosum KCTC6265 및

Penicillium spp.에 대하여 각각 포자현탁액(107spore/ml)을 준비하고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 선량 조사한 후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제거하고 멸

균생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였다. 재 부유된 포자현탁액 50 µl를 PDA평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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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중앙에 점적한 후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기 위해 colony

직경을 측정하였다.

A. awamori KCCM32316 등 4종의 OTA 생성곰팡이 포자현탁액(107spore/ml)을 감마선

으로 0, 1, 3, 5, 7 및 10 kGy 조사한 후 각 포자현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분주하고,

27℃에서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5일 간격으로 SLS액체배지 상에 생산된 OTA를

DC-ELISA으로 측정하였다. OTA 분석에 사용된 ELISA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OTA-MAb를 PBS로 이용하여 4,000배로 희석하고 96 microtitre well에 100 µl씩을 분주하

여 4℃에서 overnight하여 well에 고정시킨다. 반응시킨 well은 PBST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SLS액체배지와 OTA-HRP conjugate를 각각 50 µl씩을 첨가하고 37℃에서 30분간 경쟁

반응시킨 후 PBST용액으로 6회 재 세척하였다. 기질용액인(ABTS)를 세척된 well에 100

µl씩 첨가하여 30분간 발색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 405 nm에서 측정하

였다(Table 3-24).

Table 3-24. The optimal conditions of DC-ELISA for OTA

Steps of DC-ELISA Optimal conditions

1. Pre-coating plate Goat anti-mouse IgG 1:1000 in 0.05 M PBS

2. Coating OTA-MAb 1:4000 in 0.05 M PBS

3. Standard solution OTA in 10% methanol/0.05 M PBST

4. Enzyme tracer OTA-HRP 1:15000 in PBST

5. Substrate ABTS-0.03 % H2O2

6. Washing solution 0.05 M PBS containing 0.05% Tween20(PBST)

7. Incubation time

•Pre-coating 4℃ overnight

•Antibody-coating 37℃ for 1.5h

•Competition 37℃ for 30min

•Enzyme-substrate 37℃ for 30min

멸균된 사료를 5 g씩 칭량하여 OTA생성 곰팡이를 107spore/5 g 수준으로 접종한 후 감마

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 30 ml을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

하였다. 진탕된 사료를 약 2-3분간 정치시킨 뒤 상등액을 500 µl를 취하여 PDA 평판배지에

도말하고 27℃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여 곰팡이 생육정도를 확인하였다.

멸균사료에 OTA생성 곰팡이(107spore/5 g) 포자현탁액을 접종한 후 감마선으로 0,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고 약 500 µl의 멸균생리식염수를 첨가한 후 27℃에서 약 4주 동안 배

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하였다.

각기 다른 사료 속에 존재하는 OTA 생성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 돼지 및 쥐

사료를 이용하여 사료종류에 따른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각 동물 사료

별로 5 g씩을 conical centrifuge tube에 칭량하고, 30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멸균사료로

만들었다. 멸균사료에 OTA을 생성하는 곰팡이 4종을 각각 107spore/5 g으로 접종한 후 감마

선으로 0, 1, 3, 5, 및 7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 2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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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3분 동안 정치시킨 뒤 101-105으로 단계희석을 실시하였다. 각 희석액 1 ml을 혼합희석

평판배양(pour-plate method)법으로 혼합하여 27℃에서 36시간동안 배양해서 곰팡이를 계수

하였다.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표준 OTA 저감화 측정

․ 방사선 조사에 의한 OTA 표준 용액의 저감화 확인

OTA 표준물질을 0, 0.05, 0.1, 0.5, 1 및 5 ng/ml의 농도로 준비하여 감마선 0-5 kGy선량으

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ELISA로 OTA 저감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OTA을 검출하기 위해 적

용된 ELISA의 조건들은 이전의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료 속 OTA의 저감화 확인

4 g씩 칭량된 멸균사료에 OTA를 50과 100 ng/ml로 오염시켜 0. 3 및 10 kGy로 방사

선 조사한 후 사료에 70% methanol 20 ml을 첨가하여 30분간 진탕한 뒤,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를 하고 filter paper로 필터를 하였으며, 추출액은 PBST로 희석하여

ELISA로 분석하였다.

-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선원별 감수성 확인

OTA를 생성하는 곰팡이포자현탁액(107spore/ml)을 감마선과 전자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및 10 kGy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고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켜 상등액

을 제거한 후 멸균생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였다. 재 부유된 포자현탁액 50

µl를 PDA평판배지 중앙에 점적한 후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

인하기 위해 colony 직경을 측정하였다.

․ 사료에 존재하는 OTA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멸균사료를 5 g씩 칭량하여 OTA생성 곰팡이를 107spore/5 g 수준으로 접종한 후 감마

선과 전자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0.85% NaCl)

30 ml을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였다. 진탕된 사료를 약 2-3분간 정치시킨 뒤 상등액을

500 µl를 취하여 PDA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27℃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여 곰팡이 생육정

도를 확인하였다. 멸균사료에 OTA생성 곰팡이(107spoere/5 g) 포자현탁액을 접종한 후 사

료를 감마선과 전자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여 약 500 µl의 멸균생리식염

수를 첨가한 후 27℃에서 약 4주 동안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하였다.

- 선원별 OTA의 저감화 확인

OTA 표준물질을 10% MeOH/PBST에 0, 1, 5, 10, 50 및 100 ng/ml의 농도로 준비한

후 0, 3, 6, 9 및 12 kGy으로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고 ELISA를 이용하여 두 선원의

OTA 저감화 정도를 비교 확인하였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zearalenone(ZEA) 생성 곰팡이 생육억제 확인

-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확인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감수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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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수수에서 분리한 F. graminearum과 분양받은 F. sporotrichioides KCCM11657 에 대하여

각각 포자현탁액(107spore/ml)을 준비하고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 선량 조사

한 후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제거한 후 멸균생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였다. 재 부유된 포자현탁액 50 µl를 PDA평판배지 중앙에 점적한

후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기 위해 colony 직경을 측정하

였다.

․ ZEA 생성능 확인

F. graminearum등 2종의 곰팡이 포자현탁액(107spore/ml)을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 조사한 후 각 포자현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분주하고, 27℃에서 20일 동안 배양

하면서 5일 간격으로 SLS액체배지 상에 생산된 ZEA를 DC-ELISA법으로 측정하였다. ZEA

분석에 사용된 ELISA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먼저 ZEA-MAb를 PBS를 이용하여 3,000배로 희

석하고 96 microtitre well에 100 µl씩을 분주하여 4℃에서 overnight하여 well에 고정시킨다.

반응시킨 well은 PBST(50mM phosphate-buffered saline containing 0.05% Tween 20, pH

7.4)용액으로 3회 세척 한 후 SLS 액체배지와 ZEA-HRP conjugate를 각각 50 µl씩을 첨가하

여 37℃에서 30분간 경쟁반응 하였다. 경쟁반응이 끝난 well을 PBST용액으로 6회 세척하고

기질용액인(TMB)를 100 µl씩 첨가하여 20분간 발색시킨 후 반응정지 용액인 1 N HCl을

100 µl씩 첨가하여 세척과정 없이 바로 well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 450 nm에

서 측정하여 곰팡이독소의 생성정도를 확인하였다(Table 3-25).

Table 3-25. The optimal conditions of DC-ELISA for detection of ZEA

Steps of DC-ELISA Optimal conditions

1. Pre-coating plate Goat anti-mouse IgG 1:1000 in 0.05 M PBS

2. Coating ZEA-MAb 1:100 in 0.05 M PBS

3. Standard solution ZEA in 10%methanol/0.05 M PBS

4. Enzyme tracer ZEA-HRP 1:3000 in PBS containing 1%BSA

5. Substrate TMB

6. Washing solution 0.05 M PBS containing 0.05% Tween20(PBST)

7. Incubation time

•Pre-coating 4℃ overnight

•Antibody-coating 37℃ for 1.5h

•Competition 37℃ for 30min

•Enzyme-substrate 37℃ for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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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및 고찰

방사선 조사에 따른 AFB1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및 AFB1의 저감화 확인

-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확인

․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감수성 확인

4종의 AFB1 생성곰팡이에 대한 각각의 포자현탁액을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여 배양기간(7일)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Fig. 3-11과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종의 포자현탁액은 3 kGy이하 선량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colony 크기가

점차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flavus var. flavus KCCM60330와 AFB1생성 곰

팡이는 0과 1 kGy에 대하여 각각 14.9-19.7 mm와 23.2-22.5 mm의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3 kGy 방사선조사한 곰팡이포자는 배양기간 동안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

지 않아 사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 parasiticus KCCM35078과 A. parasiticus

KCCM35079의 경우 3 kGy로 방사선 조사한 곰팡이포자를 배양한 결과 PDA배지에 점적

후 각각 2-3일이 경과함에 따라 곰팡이가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olony 크기는 배

양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7일차의 크기는 각각 15.8,

12.1 m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AFB1생성 곰팡이의 포자를 모두 사멸시키기 위해

서는 5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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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al growth (colony size)

A; A. prasiticus KCCM35078, B; A. parasiticus KCCM35079,

C; A. flavusvar.flavus KCCM60330, D; Aspergillu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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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es(kGy)

0 1 3 5 7

A. paprasiticus 

KCCM 35079

Aspergillus 

spp.

A. flavus 

KCCM 60330

A. paprasiticus 

KCCM 35078

Fig. 3-12.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al growth

방사선조사 된 AFB1 생성곰팡이 포자현탁액을 20일 동안 SLS배지에서 배양하면서 방사

선 조사선량에 대한 AFB1 생성능을 측정한 결과 Table 3-26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0 kGy의 경우에는 배양 1일차에서 최종 20일차 까지 약 30 ng/ml이상의

AFB1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1 kGy의 조사에서는 배양 1일차에 7.91 ng/ml 수

준으로 생성되었다. 특히 1 kGy로 조사된 경우에는 배양 10일 후에는 곰팡이독소가 30

ng/ml이상 생성되었다. 이는 1 kGy의 방사선 조사는 곰팡이가 거의 사멸되지 않지만 3

kGy의 조사에서는 AFB1의 생성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Aspergillus spp. 곰팡이 생

육에 따른 AFB1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곰팡이 생육을 저해하는 선량과 동일한 3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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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6. Determination of AFB1 produced by aflatoxigenic fungi for storage period

and irradiaton does (Unit: ng/ml)

Irradiation

does(kGy)

Storage periods (Day)

1 5 10 15 20

0 13.4 ＞30 ＞30 ＞30 ＞30

1 7.91±0.4 17.90±17.1 ＞30 ＞30 ＞30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 0.1 ng/ml)

․ 사료에 존재하는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에 임의로 AFB1 생성곰팡이 포자를 107 spore/5 g으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 조사하

고 멸균수에 포자를 재 부유한 후 PDA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0과 1 kGy로 조사

된 경우, 곰팡이가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 kGy이상 조사 시에는 곰팡이가 생육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13).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사료 및 방사선 조사를 처리한 것에 500 µl의 멸균증류수를 첨가

하여 27℃에서 배양하면서 약 4주 후에 AFB1 생성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한 결과 Fig.

3-14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0과 1 kGy를 조사한 사료에서는 AFB1

생성곰팡이의 생육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나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4주 후에

도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3-13.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flatoxigenic fungi in feed on P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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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3-14.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spergillus spp. in feed

․사료 종류에 따른 AFB1 생성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다양한 종류의 동물사료(쥐, 돼지 개)를 대상으로 사료 속에 존재하는 AFB1 생성곰팡이

의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한 결과 Table 3-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0 kGy 경우 4종의 Aspergillus spp. 곰팡이에 대하여 약 5.5-6.6 Log CFU/g으로 계수되었

고, 1 kGy로 조사된 경우에서는 약 1.6-2.9 Log CFU/g수준으로 각각 계수되었다. 또한 4

종 모두 3 kGy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사료 속에서 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고, 각 사료종

류에 따른 곰팡이 포자의 감수성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료 속에 존재

가능한 곰팡이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3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Table 3-27.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spergillus spp. in feeds

(Unit : Log CFU/g)

Fungal spp.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es(kGy)

0 1 3 5 7

A. parasiticus

KCCM35078

Dog 6.1±0.1 2.6±0.4 ND* ND ND

Pig 5.5±0.3 2.7±0.2 ND ND ND

Mouse 6.2±0.2 2.9±0.1 ND ND ND

A. parasiticus
KCCM35079

Dog 6.3±0.0 2.5±0.0 ND ND ND

Pig 6.3±0.0 1.8±0.0 ND ND ND

Mouse 6.3±0.1 2.4±0.0 ND ND ND

A. flavus

KCCM60330

Dog 6.6±0.0 2.8±0.0 ND ND ND

Pig 6.4±0.1 2.4±0.0 ND ND ND

Mouse 6.5±0.2 2.9±0.0 ND ND ND

Aspergillus spp.

Dog 6.6±0.1 1.9±0.1 ND ND ND

Pig 6.6±0.1 1.6±0.2 ND ND ND

Mouse 6.6±0.0 2.2±0.1 ND ND ND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 5 CFU/g)



- 580 -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표준 AFB1 저감화 측정

․방사선 조사에 의한 AFB1 표준 용액의 저감화 확인

액상의 AFB1 표준물질 0.05, 0.1, 0.5, 1 및 5 ng/ml의 농도에 대해 방사선 조사하여

ELISA를 이용해 AFB1의 저감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Fig. 3-15과 같다. AFB1은 방사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5 ng/ml의 농도의 경우 1 kGy과

3 kGy의 방사선 조사 시 2.47 와 0.28 ng/ml의 수준으로 각각 검출되어 3 kGy의 조사

했을 경우 94.4%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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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aqueous solutions of AFB1.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료 속 AFB1의 저감화 확인

AFB1을 임의로 25, 50 및 100 ng/ml의 농도로 멸균사료에 오염시킨 후 방사선을 조사

하고 사료 속에서 AFB1의 저감화를 ELISA법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Table 3-28에서 보

는바와 같이 3과 10 kGy로 조사한 실험군은 각 농도별로 대체로 저감율이 각각 61.3-67.6

와 49.1-60.3%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사

료 속에 AFB1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10 kGy이상의 고선량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곰팡이의 생육 억제을 통한 곰팡이독소의 생산억제에 관한 연구

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28.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aflatoxin B1 artificially spiked at feed

Irradiation does(kGy)

3 10

Spiked

Conc.(ng/ml)　

25 50 100 25 50 100

Detection conc.(ng/ml) 8.1 17.85 38.73 9.93 23.68 50.95

Reduction(%) 67.6 64.3 61.3 60.3 52.7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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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선원별 감수성 확인

AFB1 생성곰팡이의 포자현탁액을 감마선과 전자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

한 후 배양하는 동안 colony의 직경을 측정하여 크기변화를 확인한 결과 Table 3-29에서

보는바와 같이 감마선과 전자선은 AFB1 생성곰팡이 생육에 거의 유사한 저해를 나타내어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과 전자선조사의 대조군과 1 kGy의 방사선조사 후

배양 7일차에서 초기의 colony size 보다 16-17 mm 정도로 size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두

선원 모두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AFB1 생성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다.

Table 3-29. Influence of both irradiation on the aflatoxigenic fungal growth (Unit : mm)a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s (Day)

1 2 3 4 5 6 7

Gamma-irr

adiation

0 0 1.8±0.9 4.2±1.0 6.4±1.3 14.4±1.1 16.2±0.6 17.1±0.8

1 0 1.1±0.4 3.4±0.5 5.6±0.6 13.0±1.4 15.2±1.2 17.3±1.5

3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Electron

beam

irradiation

0 0 1.8±0.8 4.1±0.8 6.3±0.6 13.6±1.1 14.8±1.3 16.7±0.7

1 0 1.7±0.4 4.2±0.2 6.5±0.1 13.7±0.5 15.6±0.9 16.7±2.4

3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a(diameter after incubation - diameter before incubation)

․ 사료에 존재하는 AFB1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에 임의로 AFB1 생성곰팡이 포자를 10
7

spore/5 g로 오염시켜 감마선과 전자선으

로 각각 조사한 후 배지 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 선원의 AFB1 생성곰팡이 생

육 억제효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과 전자선에서 모두 0과 1 kGy로 조사 시

곰팡이가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 kGy이상 조사 시에는 곰팡이가 생육되지 않았다

(Fig. 3-16). 멸균사료에 AFB1생성 곰팡이를 접종하여 감마선과 전자선을 각각 조사 후

500 µl의 멸균증류수를 첨가하여 27℃에서 배양하면서 약 4주 후에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 결과도 Fig. 3-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의 실험과 동일하게 두선원의 차이는 없었

다.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0과 1 kGy 조사 시 곰팡이가 생육되는 것을 시각적

으로 확인 할 수 있었지만,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4주 후에도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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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B)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3-16. Influence of 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spergillus spp. in feed; PDA

(A)gamma-irradiation, (B)electron beam

(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B)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3-17. Influence of 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spergillus spp. in feed

(A)gamma-irradiation, (B)electron bean

․ 선원별 AFB1의 저감화 확인

AFB1 표준용액을 0, 1, 5, 10, 50 및 100 ng/ml의 농도로 준비하여 감마선과 전자선을

이용하여 방사선원별로 조사한 후, 곰팡이독소의 저감화 정도를 ELISA를 이용하여 확인하

였다. Table 3-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마선과 전자선 모두 곰

팡이독소의 저감률이 증가하였으며, 감마선보다 전자선을 이용한 경우 곰팡이 독소 저감화

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유의차는 없었다. 두 방사선원 모두 3 kGy의 선량으로 곰

팡이독소를 90%이상의 저감률을 보였다. 모든 곰팡이독소의 제거는 고선량의 조사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곰팡이독소 제거에 관한 연구보다 곰팡이의

생육을 저해하는 연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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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0. Effect of both irradiation on aflatoxin B1 in aqueous solutions

(Unit ; ng/ml)

Irradiation
AFB1
conc.

(ng/ml)

Irraditon does(kGy)

0 3 6 9 12

Gamma

1
Detection

conc.(ng/ml)
1 0.09 0.05 0.04 0.05

Reduction rate(%) - 91.3 95 96.3 95.3

5

Detection
conc.(ng/ml)

5 0.31 0.14 0.09 0.05

Reduction rate(%) - 93.9 97.2 98.1 99

10
Detection

conc.(ng/ml)
10 0.75 0.31 0.18 0.13

Reduction rate(%) - 92.5 96.9 98.2 98.7

50
Detection

conc.(ng/ml) 50 1.9 1.27 1.66 0.61

Reduction rate(%) - 96.2 97.5 96.7 98.8

100
Detection

conc.(ng/ml)
100 5.3 1.54 2.51 1.11

Reduction rate(%) - 94.7 98.5 97.5 98.9

Electron

beam

1
Detection

conc.(ng/ml)
1 0.06 0.06 0.05 0.06

Reduction rate(%) - 94.4 94.1 95.3 93.6

5
Detection

conc.(ng/ml)
5 0.15 0.05 0.05 0.08

Reduction rate(%) - 97.1 98.9 99.0 98.5

10

Detection
conc.(ng/ml)

10 0.37 0.07 0.06 0.06

Reduction rate(%) - 96.3 99.4 99.4 99.4

50
Detection

conc.(ng/ml)
50 2.00 0.12 0.10 0.07

Reduction rate(%) - 96.0 99.8 99.8 99.9

100
Detection

conc.(ng/ml) 100 4.20 0.16 0.12 0.07

Reduction rate(%) - 95.8 99.8 99.9 99.9

방사선 조사에 따른 OTA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및 OTA의 저감화 확인

- OT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확인

․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감수성 확인

4종의 OTA 생성곰팡이에 대한 각각의 포자현탁액을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한 후 배양기간(7일)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Fig. 3-18와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종의 포자현탁액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3 kGy 이하에서 colony 크기가 점

차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awamori KCCM32316와 P. verucosum KCTC6265

는 0과 1 kGy에 대하여 각각 58.6-51.0 mm 와 23.3-13.3 mm의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3 kGy의 방사선조사는 배양기간동안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지 않아 사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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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 alutaceus KCCM 60421과 Penicillium spp.의 경우 3 kGy로 방

사선 조사하여 배양한 결과 PDA배지에 점적 후 각각 2-3일이 경과함에 따라 곰팡이가 생

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olony 크기는 배양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7일차의 크기는 각각 31.3과 23.9 mm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OTA

생성 곰팡이의 포자를 모두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5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방사선 조사를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실시한 후 포자를 SLS배지에 접종시키고 20일 동

안 배양하면서 방사선 조사에 대한 OTA 생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Table 3-31에

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와 1 kGy 조사에서 배양 5일 후 곰팡이독

소가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1 kGy의 방사선 조사로 곰팡이의 사멸이 완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3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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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al growth (colony size)

A;A.awamori KCCM32316, B;A.alutaceus KCCM60421

C;P.vurrucosum KCTC6265, D;Penicillium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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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es(kGy)

0 1 3 5 7

A. alutaceus

KCCM 60421

A. awamori

KCCM32316

Penicillium spp.

P. vurrucosum

KCTC 6265

Fig. 3-19.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al growth

Table 3-31. Analysis of ochratoxin A produced by ochratoxigenic fungi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Unit : ng/ml)

Fungi strain
Irradiation

does(kGy)

Storage periods (Day)

1 5 10 15 20

A. alutaceus

KCCM60421

0 ND 73.46±27.8 185.26±2.9 50.80±16.4 104.50±115.9
1 ND 85.73±62.3 121.42±105.8 71.86±18.6 69.24±13.6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A. awamori

KCCM32316

0 ND 8.32±11.8 15.22±6.4 25.18±4.20 43.95±36.8
1 ND ND 18.8±51.5 20.75±1.1 27.95±1.0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Penicillium

spp.

0 ND 0.61±0.9 8.99±1.0 13.30±0.2 4.87±1.1
1 0.96±1.4 2.31±80.8 9.21±10.1 13.15±0.2 16.00±1.3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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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에 존재하는 OTA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에 임의로 OTA 생성곰팡이 포자를 107 spore/5 g으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 조사하

고 멸균수에 포자를 재 부유한 후 PDA 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0과 1 kGy로 조사

된 경우, 곰팡이가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3 kGy이상 조사 시에는 곰팡이가 생육되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3-20).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사료 및 방사선 조사를 처리한 것에 500 µl의 멸균수를 첨가하고

27℃에서 배양하면서 약 4주 후에 OTA 생성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한 결과 0과 1 kGy에

서는 곰팡이가 생육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지만,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4주 후에도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21).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3-20.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genic fungi in feed on PD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3-21.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spergillus spp. in f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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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종류에 따른 OTA 생성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다양한 종류의 동물사료(쥐, 돼지 개)를 대상으로 사료 속에 존재하는 OTA 생성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한 결과 Table 3-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0

kGy 경우 4종의 OTA생성 곰팡이에 대하여 약 5.0-6.4 Log CFU/g, 1 kGy로 각 사료에 조

사된 경우에서는 약 1.0-3.9 Log CFU/g수준으로 각각 계수되었다. 또한 4 종모두 3 kGy이

상의 조사선량에서는 사료 속에서 OTA 생성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고, 각 사료종류에 따른

OTA 생성곰팡이포자의 방사선 감수성은 대부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사료

속에 존재 가능한 곰팡이의 저감화를 위해서는 3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32.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n A produce fungi in feeds

(Unit : Log CFU/g)

Fungal sp.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es(kGy)

0 1 3 5 7

A.awamori

Dog 5.9±0.2 3.9±0.1 ND* ND ND

Pig 5.8±0.1 3.5±0.4 ND ND ND

Mouse 5.9±0.0 3.6±0.1 ND ND ND

A.alutaceus

Dog 6.3±0.1 1.7±0.5 ND ND ND

Pig 6.4±0.1 1.7±0.2 ND ND ND

Mouse 6.5±0.2 1.2±0.6 ND ND ND

Penicillium spp.

Dog 6.2±0.1 3.6±0.0 ND ND ND

Pig 6.1±0.1 3.2±0.3 ND ND ND

Mouse 6.3±0.4 3.1±0.2 ND ND ND

P.verrucosum

Dog 5.8±0.3 1.1±1.3 ND ND ND

Pig 5.0±0.3 1.0±1.1 ND ND ND

Mouse 5.8±0.3 1.5±1.1 ND ND ND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 5 CFU/g)

- 방사선 조사에 의한 표준 OTA 저감화 측정

․ 방사선 조사에 의한 OTA 표준 용액의 저감화 확인

액상의 OTA 표준물질 0, 0.5, 1, 5, 10 및 50 ng/ml의 농도에 방사선 조사하여 ELISA로

OTA 저감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Fig. 3-22과 같다. OTA는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50 ng/ml의 표준물질의 농도에서는 4 kGy의 방사선조사에서 8.8

ng/ml농도가 검출되어 80%의 감소률을 나타내었다. OTA 또한 AFB1과 같이 방사선조사에 상

당한 저감화가 관찰되었으나 모든 곰팡이독소의 제거는 고선량의 조사에서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곰팡이독소 제거에 관한 연구보다 곰팡이의 생육을 저해하는

연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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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aqueous solutions of ochratoxin A.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료 속 OTA의 저감화 확인

OTA를 50과 100 ng/ml의 농도로 멸균사료에 오염시킨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사료 속에

서 OTA의 저감화를 ELISA법으로 확인한 결과 Table 3-33에서 보는바와 같이 50 ng/ml의

농도에서는 3, 10 kGy에서 51.0, 42.6%의 저감율을 보였으며, 10 kGy의 선량에서는 51.9,

46.9%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OTA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서는 10 kGy이상의 고선량의

조사량이 요구되므로 사료 속의 곰팡이 생육을 억제시켜 곰팡이독소의 오염을 미리 차단하

는 연구가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선원별 감수성 확인

OTA 생성곰팡이의 포자현탁액을 감마선과 전자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한

후 배양하는 동안 colony의 직경을 측정하여 크기변화를 확인한 결과 Table 3-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마선과 전자선은 곰팡이 생육에 거의 유사한 저해를 보여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의 대조군과 1 kGy의 방사선조사 후 배양 7일차에서 각각 초

기의 colony size보다 17-19 mm 정도로 size가 확장되었다. 그러나 두 선원 모두 3 kGy 이

상의 조사에서는 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다.

Table 3-33.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ochratoxin A artificially spiked at feed

(Unit :ng/ml)

Spiked

Irradiation does(kGy)

3 10

Conc.(ng/ml) 50 100 50 100

Detected conc.
(ng/ml)

24.48 48.09 28.7 53.01

Reduction
(%)

51.04 51.91 42.61 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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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Influence of both irradiation on the ochratoxigenic fungal growth (colony size)

(Unit : mm)a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s (Day)

1 2 3 4 5 6 7

Gamma-
irradiation

0 0 3.9±0.2 6.7±0.1 8.2±0.1 14.5±1.2 15.4±1.1 17.1±1.1
1 0 1.7±0.1 5.5±0.1 8.0±0.3 13.8±0.1 16.2±0.1 17.2±0.5

3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Electron
beam

irradiation

0 0 3.5±0.3 6.4±0.2 8.5±0.1 14.7±0.0 16.0±0.1 17.4±0.1
1 0 2.4±0.1 5.8±0.1 8.7±0.6 15.4±1.0 17.3±0.8 19.3±1.0

3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a(diameter after incubation - diameter before incubation)

․ 사료에 존재하는 OTA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에 임의로 OTA 생성곰팡이 포자를 107 spore/5 g으로 오염시켜 감마선과 전자선을

각각 조사한 후 배지 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두 선원의 OTA 생성곰팡이

생육억제 효과는 유사한 것을 나타났다. 0과1 kGy로 조사된 경우, 곰팡이가 생육하는 것

으로 나타났지만 두 선원 모두 3 kGy이상 조사한 사료에서는 OTA 생성곰팡이가 생육되

지 않았다(Fig. 3-23).

멸균사료에 OTA생성 곰팡이를 접종하여 감마선과 전자선을 각각 조사 후 500 µl의 멸

균증류수를 첨가하여 27℃에서 배양하면서 약 4주 후에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 결과

Fig. 3-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전의 실험과 동일하게 두 선원의 차이는 없었다. 조사하지

않은 0과 1 kGy에서는 곰팡이가 생육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지만,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4주 후에도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B)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3-23. Influence of 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genic fungi in feed on PDA

(A)gamma-irradiation, (B)electron 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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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B)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3-24. Influence of 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genic fungi on feed

(A)gamma-irradiation, (B)electron bean

․ 선원별 OTA의 저감화 확인

Table 3-35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곰팡이독소의 농도가 낮아졌으

며, 감마선 보다 전자선을 이용한 경우 곰팡이 독소 저감화가 약간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유의차는 없었다. 감마선의 경우 6 kGy의 조사시 10, 50 및 100 ng/ml의 OTA농도에서

90%이상의 저감률을 나타내었으며, 전자선의 경우에는 3 kGy조사시 80%, 6 kGy의 조사에

서 90%이상의 저감률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곰팡이독소의 제거는 고선량의 조사에서도 어

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곰팡이독소 제거에 관한 연구보다 곰팡이의 생

육을 저해하는 연구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35. Effect of both irradiation on ochratoxin A in aqueous solutions (Unit ; ng/ml)

Irradiation
type

AFB1
conc.

(ng/ml)

Irraditon does(kGy)

0 3 6 9 12

Gamma
-irradiation

1
Detection conc.(ng/ml) 1 1.17 0.75 0.25 0.47

Reduction rate(%) - - 24.7 75.1 53.2

5
Detection conc.(ng/ml) 5 2.65 0.75 0.53 0.4

Reduction rate(%) - 47.0 84.9 89.4 91.9

10
Detection conc.(ng/ml) 10 4.12 0.79 0.62 0.9

Reduction rate(%) - 58.8 92.1 93.8 91.0

50
Detection conc.(ng/ml) 50 20.33 2.70 3.14 2.10

Reduction rate(%) - 59.3 94.6 93.7 95.8

100
Detection conc.(ng/ml) 100 33.96 3.25 5.18 4.39

Reduction rate(%) - 66.0 96.7 94.8 95.6

Electron

beam

1
Detection conc.(ng/ml) 1 0.48 0.09 0.45 0.35

Reduction rate(%) - 52.5 90.8 54.9 65.4

5
Detection conc.(ng/ml) 5 0.63 0.47 0.50 0.56

Reduction rate(%) - 87.4 90.7 90 88.8

10
Detection conc.(ng/ml) 10 1.10 0.73 0.64 0.85

Reduction rate(%) - 89.0 92.7 93.6 91.5

50
Detection conc.(ng/ml) 50 5.3 1.22 0.71 0.93

Reduction rate(%) - 89.4 97.6 98.6 98.1

100
Detection conc.(ng/ml) 100 13.68 1.51 0.69 1.42

Reduction rate(%) - 86.3 98.5 99.3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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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에 따른 zearalenone(ZEA) 생성 곰팡이의 생육억제 확인

-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확인

․ 곰팡이포자현탁액에 대한 감수성 확인

분양받은 F. graminearum, F.sporotrichioides KCCM11657 각각의 포자현탁액을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 하여 7일 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Fig. 3-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graminearum, F. sporotrichioides KCCM11657는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와 3 kGy로 조사하였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colony의 직경이 점차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일에는 ZEA 생성곰팡이가 성장하여 87.0 mm까지 성장하였고 5

kGy의 방사선 조사에서는 배양기간이 각각 2-3일이 경과함에 따라 ZEA 생성곰팡이의 생

육이 확인되어, 배양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colony 크기가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7 kGy의 방사선조사는 배양기간 동안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지 않아 사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ZEA를 생성하는 Fusarium속 곰팡이를 모두 제거하기 위해서는 7 kGy이

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하다. 방사선 조사를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실시한 후 ZEA 생성

곰팡이의 포자를 SLS배지에 접종시키고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방사선 조사에 대한 ZEA

생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Table 3-36에서 보는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ZEA가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7 kGy의 방사선 조사

로 ZEA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 (B)

Storage periods(day)

0 1 2 3 4 5 6 7

C
olony size(m

m
)

20

40

60

80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Storage periods(day)

0 1 2 3 4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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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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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Gy
10 kGy

Fig. 3-25.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al growth (colony size)

A; F. graiminearum, B; F. sporotrichioides KCCM11657

Table 3-36. Analysis of zearalenone produced by Fusarium spp.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Unit ; ng/ml)

Irradiation

does(kGy)

Storage periods (Day)

1 5 10 15 20

0 0.08±0.1 0.32±0.5 0.12±0.1 2.06±1.3 1.23±0.7

1 0.11±0.1 0.15±0.2 1.38±0.2 1.51±0.8 2.32±0.2

3 0.20±0.0 0.89±0.1 1.87±0.1 1.41±0.4 1.32±0.2

5 0.36±0.0 0.46±0.0 0.50±0.1 1.21±0.2 1.26±0.0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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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에 존재하는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에 임의로 ZEA 생성곰팡이 포자를 107 spore/5 g으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 조사하고 멸

균수에 포자를 재 부유한 후 PDA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0, 1, 3 kGy로 조사된 경우,

ZEA 생성곰팡이가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 kGy이상 조사시에는 ZEA 생성곰팡이가

생육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료 종류에 따른 ZEA 생성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다양한 종류의 동물사료(쥐, 돼지 개)를 대상으로 사료 속에 존재하는 ZEA 생성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한 결과 Table 3-3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

F. graminearum, F. sporotrichioides KCCM11657은 2.1-2.6 Log CFU/g, 4.1-4.7 Log CFU/g의 곰

팡이가 1 kGy로 조사된 사료에서는 1.3-1.9 Log CFU/g, 2.9-3.5 Log CFU/g가 관찰되었다. 또

한 F. sporotrichioides KCCM 11657는 3 kGy의 선량에서도 곰팡이의 생육이 관찰되어 1.4 Log

CFU/g 을 나타내었다. 옥수수에서 분리한 ZEA 생성균주인 F. graminearum과 분양받은 F.

sporotrichioides KCCM11657 모두 5 kGy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사료 속에서 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으며 각 사료종류별에 대해서도 곰팡이 포자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의 유의차를 확인 할 수

없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료 속 곰팡이포자의 저감화를 위해서는 5

kGy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37.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zearalenone producing fungi in

feeds (Unit : Log CFU/g)

Fungal spp.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es(kGy)

0 1 3 5 7

F. graminearum

Dog 2.4±0.2 1.3±0.1 ND* ND ND

Pig 2.1±0.3 ND ND ND ND

Mouse 2.6±0.1 1.9±0.1 ND ND ND

F. sporotrichiodes

KCCM11657

Dog 4.7±0.1 3.5±0.2 1.4±0.6 ND ND

Pig 4.1±0.3 2.9±0.3 ND ND ND

Mouse 4.6±0.3 3.5±0.3 1.5±0.1 ND ND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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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료의 안전공급을 위한 방사선조사 최적조건 확립

1) 실험 재료 및 방법

공시균주 및 배지

1, 2차 년도의 실험에 사용된 AFB1, OTA, ZEA 생성곰팡이 중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가장 큰 균주(AFB1: A. parasiticus KCCM35079, OTA: A. alutaceus KCCM60421, ZEA: 강

원도 횡천 옥수수에서 분리한 F. graminearum)를 이용하여 당해 연도 연구에 사용하였다.

배지로는 균주를 활성화하고 포자현탁액을 조제하기 위해서 sucrose low salt

medium(SLS)과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를 사용하였다.

혼합 곰팡이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일반적으로 사료에는 단일 곰팡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곰팡이가 동시에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2종 이상의 곰팡이가 존재 시 방사선 감수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Colony의 성장

각 곰팡이독소 생성균 중 방사선에 저항성이 가장 강한 균주(AFB1;A. parasiticus KCC35079,

OTA;A. alutaceus KCCM60421, ZEA;F. gramonearum)를 선택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AFB1과 OTA생성 혼합곰팡이, OTA과 ZEA생성 혼합곰팡이 및 AFB과 ZEA생성 혼합곰팡

이에 대하여 각각 제조된 포자현탁액(107spore/ml)을 Co-60 감마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및 10 kGy로 방사선조사하고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켜 상등액을 제거

한 후 멸균생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였다. 재 부유된 포자현탁액 50 µl를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평판배지 중앙에 점적한 후 27℃에서 7일동안 배양하면

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기 위해 colony 직경을 측정하였다.

곰팡이독소 생성능 확인

감마선 조사에 따른 곰팡이독소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효소면역분석법를 사용하였

다. AFB1과 OTA생성 혼합곰팡이, OTA과 ZEA생성 혼합곰팡이 및 AFB과 ZEA생성 혼합

곰팡이 포자현탁액(10
7
spore/ml)을 Co-60 감마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여

조사된 각 포자현탁액 30 µl를 SLS(Sucros law salt medium)액체배지에 분주하고, 27℃에

서 20일동안 배양하면서 5일 간격으로 SLS 액체배지를 취하고 고압멸균(121℃, 15분)시킨

후 ELISA로 곰팡이독소의 생성정도를 측정하였다. 적용된 ELISA분석법은 앞의 단일곰팡

이의 곰팡이독소 생성능 분석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Table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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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The optimal conditions of DC-ELISA for detection of AFB1, OTA, and ZEA

Steps of DC-ELISA Optimal conditions

1. Pre-coating plate Goat anti-mouse IgG 1:1000 in 0.05 M PBS

2. Coating

AFB1;AFB1-MAb 1:3000 in 0.05 M PBS

OTA;OTA-MAb 1:4000in0.05 M PBS

ZEA;ZEA-MAb 1:100 in 0.05 M PBS

3. Standard solution

AFB1;AFB1 in 10% methanol/0.05 M PBST

OTA;OTA in 10%methanol/0.05 M PBST

ZEA;ZEA in 10%methanol/0.05 M PBS

4. Enzyme tracer

AFB1;AFB1-HRP 1:15000 in PBS containing 1%BSA

OTA;OTA-HRP 1:15000 in PBST

ZEA;ZEA-HRP 1:3000 in PBS containing 1%BSA

5. Substrate AFB1 and OTA ;ABTS-0.03 % H2O2, ZEA;TMB

6. Washing solution 0.05 M PBS containing 0.05% Tween20(PBST)

7. Incubation time

•Pre-coating 4℃ overnight

•Antibody-coating 37℃ for 1.5h

•Competition 37℃ for 30min

•Enzyme-substrate 37℃ for 30min

사료 중 2종 혼합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 속에 존재하는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 돼지 및 쥐 등 동물별로 각각

의 사료를 이용하여 사료종류에 따른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각 동물별로 5

g씩을 conical centrifuge tube에 칭량하고, 30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멸균사료로 만들

었다. 준비된 멸균사료에 대하여 clean bench내에서 혼합배양곰팡이(AFB1과 OTA 생성 혼

합곰팡이, OTA과 ZEA 생성혼합곰팡이 및 AFB과 ZEA 생성혼합곰팡이)를 각각

107spore/5 g으로 접종하였다. 접종된 사료를 감마선으로 0, 1, 3, 5, 및 7 kGy로 조사하여

멸균생리식염수를 각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고, 약 3분 동안 정치시킨 뒤 101-105로

단계희석을 하여 각 희석액 1 ml을 혼합희석평판배양(pour-plate method)법으로 혼합하여

27℃에서 36시간동안 배양해서 곰팡이를 계수하였다.

3종 혼합표준균주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 Colony의 성장

앞서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방사사선에 저항성이 가장 강한 균주를 선택하여 혼합포자현

탁액(107spore/ml)을 만든 후 Co-60 감마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및 10 kGy선량으로

방사선조사하고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켜 상등액을 제거한 후 멸균생리식염

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였다. 재 부유된 포자현탁액 50 µl를 PDA평판배지 중앙에

점적한 후 27℃에서 7일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기 위해 colony 직경을 측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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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독소 생성능 확인

감마선 조사에 따른 곰팡이포자의 곰팡이독소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효소면역분석법

을 사용하였다. AFB1, OTA와 ZEA을 생성하는 혼합포자현탁액(107spore/ml)을 Co-60 감마

선으로 0, 1, 3, 5, 7 및 10 kGy로 조사하여 조사된 각 포자현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분주하고, 27℃에서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5일 간격으로 SLS 액체배지를 취하고 고압멸균

(121℃, 15분)시킨 후 ELISA로 곰팡이독소의 생성정도를 측정하였다. 적용된 ELISA분석법

은 앞의 단일곰팡이의 곰팡이독소 생성능 분석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 사료 중 3종 혼합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 속에 존재하는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개, 돼지 및 쥐 등 동물별로 각각

의 사료를 이용하여 사료종류에 따른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였다. 먼저 각 동물별로 5

g씩을 conical centrifuge tube에 칭량하고, 30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멸균사료로 만들

었다. 준비된 멸균사료에 대하여 clean bench내에서 AFB1, OTA와 ZEA을 생성하는 혼합

포자현탁액을 107spore/5 g으로 접종하였다. 접종된 사료를 감마선으로 0, 1, 3, 5, 및 7

kGy로 조사하여 멸균생리식염수 2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고, 약 2-3분동안 정치시

킨 뒤 101-105으로 단계희석을 하여 각 희석액 1 ml을 혼합희석평판배양(pour-plate

method)법으로 혼합하여 27℃에서 36시간동안 배양해서 곰팡이를 계수하였다.

시판 사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 효과 확인

- 방사선 조사된 소포장(Lab scale) 사료 중 곰팡이 생육변화

․ 저장기간 중 방사선조사 사료의 곰팡이 생육 변화

판매되는 동물사료(돼지, 쥐, 개)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단기저장(1개월)과 장기간

(6 개월)동안의 곰팡이의 생육변화를 관찰하고 있다. 동물사료는 polyethylene bag에 100 g

씩 칭량하여 포장한 다음 0, 3, 5, 7 및 10 kGy의 선량의 감마선을 조사하고 조사한 사료를

실온에 보관하면서 6일 간격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사료 10 g에 0.85% NaCl 90 ml을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뒤 단계희석을 거쳐 선택배지(RBA)에 도말하여 27℃에서 3일 배양

후 계수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저장 중 곰팡이 생육변화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 저장기간 중 방사선조사 사료의 곰팡이독소 생성 확인

곰팡이의 생육변화 실험과 동일한 사료를 1개월 동안 6일 간격으로 곰팡이독소의 변화를 확

인하고 있는 중이다. 각 사료룰 분쇄한 뒤 5 g을 칭량 후 70% methanol 25 ml을 첨가하여 30

분간 혼합하여 곰팡이독소를 추출한다. 8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filter paper로 여과

하고 PBST로희석하여 ELISA를 이용해 곰팡이독소를 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또한 장기

간(6개월)보관 사료의 경우는 계속 진행 중에 있다.

- 시판(commercial scale)사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 효과

․ 저장기간 중 방사선조사 사료의 곰팡이 생육 변화

판매되는 동물사료(돼지, 쥐, 개)에 대하여 방사선 조사에 따른 단기저장(1개월)과 장기저장(6

개월)동안의 곰팡이의 저감화 효과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사료는 포장된 상태

를 그대로 유지하여 0, 3, 5, 7 및 10 kGy의 선량의 감마선을 조사하고 조사한 사료를 실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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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하면서 1개월 간격으로 각 사료 10 g에 0.85% NaCl 90 ml을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뒤 단

계희석을 거쳐 선택배지(Rose bangal agar)에 도말하여 27℃에서 3일 배양 후 계수 할 예정이

다.

․저장기간 중 방사선조사 사료의 곰팡이독소 생성 확인

곰팡이의 저감화 효과 분석과 동일한 사료를 6개월 동안 1개월 간격으로 분석을 실시할 예

정이다. 각 사료룰 분쇄한 뒤 5 g을 칭량 후 70% methanol 25 ml을 첨가하여 30분간 혼합하

여 곰팡이독소를 추출한다. 8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filter paper로 여과하고 PBST로

희석하여 ELISA를 이용해 곰팡이독소를 분석할 것이다. 장기간 저장기간 중 곰팡이독소 생성

확인 실험도 이와 동일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2) 연구결과 및 고찰

혼합 곰팡이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 2종 혼합표준균주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 Colony의 성장

두 종류의 균주를 혼합배양하여 만든 포자현탁액을 Co-60 감마선으로 0, 5, 7, 10 및 12

kGy로 조사하여 7일 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AFB1과 OTA을 생성하는 혼합배양곰

팡이와 OTA과 ZEA을 생성하는 혼합배양곰팡이는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0kGy) 배양

기간이 증가 할수록 곰팡이가 점차 성장하여 7일차에는 colony 직경이 각각 44.9, 39.5 mm

씩 증가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5 kGy의 방사선조사에서는 곰팡이의 생육이 나타나지 않았

다. 반면 AFB1과 ZEA을 생성하는 혼합배양곰팡이는 5 kGy의 조사에서도 5일차부터 ZEA생

성 곰팡이가 성장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7일 배양 후 초기의 colony크기 보다 30 mm 정도

로 성장하는 것이 확인되어 두 종류의 혼합 배양곰팡이를 저해하기 위해서는 7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요구되었다(Table 3-39).

․ 곰팡이독소 생성능 확인

앞의 실험과 동일하게 방사선 조사된 두 가지 균주의 혼합포자를 SLS배지에 접종시켜 20

일 동안 배양하면서 방사선 조사에 대한 곰팡이독소 생성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아래

Table 3-41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B1과 OTA를 생성하는 곰팡이가 혼재시 OTA는 방사선

조사와 관계없이 생성되지 않았고 AFB1은 3 kGy이상에서 생성이 저해되었다. Table 3-41에

서도 AFB1과 ZEA를 생성하는 혼합균의 경우에도 3 kGy이상의 조사로 곰팡이독소를 저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42에서 보는바와 같이 5 kGy 이상 조사시 OTA와

ZEA생성은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혼합균주의 경우에는 서로 생육하는 과정에서 영

향을 받아 OTA와 ZEA생성 균주에서는 ZEA생성 곰팡이가 우성균으로 먼저 성장하여 OTA

의 생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5 kGy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하다.



- 597 -

Table 3-39.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he growth of mixed two fungi (aflatoxigenic fungi

and ochratoxigenic fungi) with colony size (Unit; mm)a

Mixed fungi
Irradiation

does(kGy)

Storage periods (day)

0 1 2 3 4 5 6 7

Aflatoxigenic

and

ochratoxigenic

fungi

0 0 5.3±0.2 15.5±0.1 24.3±0.2 30.4±0.4 36.3±0.5 43.4±0.7 44.9±2.1

5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Ochratoxigenic

and

zearalenone

producing

fungi

0 0 3.0±0.0 11.5±0.1 17.5±0.7 21.5±0.7 27.2±0.0 34.8±0.2 39.5±1.8

5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Aflatoxigenic

and

zearalenone

producing

fungi

0 0 4.2±1.9 13.9±0.3 24.4±0.4 36.5±0.2 47.0±2.3 56.7±1.1 74.7±3.9

5 0 0 0 0 0 5.7±3.5 19.8±0.9 33.7±2.1

7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a(diameter after incubation - diameter before incubation)

Table 3-40. Analysis of AFB1 and OTA produced by growth of mixed two fungi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 (Unit ; ng/ml)

Irradiation

dose(kGy)
mycotoxin

Storage periods (day)

1 5 10 15 20

0
AFB1 5.54 6.10 >10 >10 >10
OTA ND 0.54 0.62 ND ND

1
AFB1 5.65 6.43 7.30 9.93 >10

OTA ND 0.52 ND ND 0.61

3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5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7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10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12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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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Analysis of AFB1 and ZEA produced by growth of mixed two fungi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 (Unit ; ng/ml)

Irradiation

dose(kGy)
mycotoxin

Storage periods (day)

1 5 10 15 20

0
AFB1 1.22 >10 >10 >10 >10
ZEA 3.29 2.13 2.64 2.82 4.17

1
AFB1 1.37 >10 >10 >10 >10
ZEA 2.60 2.04 3.46 2.69 3.05

3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5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7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0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2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Table 3-42. Analysis of OTA and ZEA produced by growth of mixed two fungi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 (Unit ; ng/ml)

Irradiation

dose(kGy)
mycotoxin

Storage periods (day)

1 5 10 15 20

0
OTA ND ND ND ND ND
ZEA 2.83 7.95 8.44 13.65 22.91

1
OTA ND ND ND ND ND
ZEA 3.10 6.60 5.15 5.28 3.68

3
OTA ND ND ND ND ND
ZEA 2.54 2.68 3.53 4.93 4.11

5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7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0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2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 사료 속 2종 혼합 곰팡이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 속에 존재하는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멸균된 동물사료

(쥐, 돼지 개)를 준비하고, AFB1과 OTA생성 곰팡이, OTA과 ZEA생성 곰팡이, AFB1과 ZEA

생성 곰팡이를 동물사료에 107spore/5 g으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1, 3, 5, 7 kGy)을 조사하였

다. Table 3-4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5.7-6.6 Log CFU/g, 1

kGy로 조사된 사료에서는 1.5-3.1 Log CFU/g가 관찰되었다. 혼합곰팡이 모두 3 kGy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사료 속에서 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으며 각 사료종류별에 대해서도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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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자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의 유의차를 확인 할 수 없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

서 실시된 두 가지 균주 혼합배양포자현탁액에 대한 방사선조사 실험에서는 5 kGy에서 곰팡

이가 각각 저감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료에 적용한 경우에는 모든 곰팡이가 3 kGy에

서 저감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혼합배양포자현탁액 보다는 사료에서 비교적 방사선에 민감

하게 반응하여 저감화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료 속 곰팡이포자의 생육을 저감화

하기 위해서는 약 3 kGy의 선량으로도 곰팡이를 충분히 저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3종 혼합표준균주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 Colony의 성장

세 가지 균주를 혼합배양하여 만든 포자현탁액을 Co-60 감마선으로 0, 5, 7, 10 및 12 kGy

로 조사 하여 7일 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 배양기간이 증가 할수록 곰팡이가 점차 성장하는것을 확인 할 수 있

었으며, 5 kGy의 방사선 조사에서는 5일차 까지는 곰팡이가 성장하지 않았으나 6일차부터

ZEA을 생성하는 Fusarium graminearum이 성장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가지

균주가 혼합되어 있는 곰팡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7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하다.

Table 3-43.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mycotoxin produce fungi in

feeds (Unit: Log CFU/g)

Fungal spp.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es(kGy)

0 1 3 5 7

A. parasiticus

and

A. alutaceus

Dog 6.2±0.1 2.8±0.1 ND ND ND

Pig 6.6±0.4 2.6±0.0 ND ND ND

Mouse 6.0±0.1 2.9±0.0 ND ND ND

A. alutaceus

and

F. graminearum

Dog 6.3±0.1 2.4±0.0 ND ND ND

Pig 6.3±0.1 1.5±0.5 ND ND ND

Mouse 6.4±0.0 2.5±0.4 ND ND ND

A. parasiticus

and

F. graminearum

Dog 6.1±0.1 2.7±0.6 ND ND ND

Pig 5.7±0.2 2.3±0.2 ND ND ND

Mouse 5.9±0.1 3.1±0.0 ND ND ND

*ND : not detected (Detected limit : 5 CFU/g)

Table 3-44.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mixed three kinds of fungal growth;colony

size (Unit; mm)
a

Irradiation

does(kGy)

Storage periods (day)

0 1 2 3 4 5 6 7

0 0 0.5±0.1 8.6±0.2 21.6±1.2 30.9±0.5 37.8±0.5 44.6±1.2 49.5±0.0

5 0 0 0 0 0 0 4.3±1.1 10.5±8.8

7 0 0 0 0 0 0 0 0

10 0 0 0 0 0 0 0 0

12 0 0 0 0 0 0 0 0

a(diameter after incubation - diameter before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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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팡이독소 생성능 확인

세 가지 균주의 혼합배양의 결과도 두 가지 균주의 혼합배양결과와 마찬가지로 상호 생육

하면서 서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 사료되며, AFB1과 OTA의 생성은 3 kGy 이상에서 억제되

었고, ZEA의 생성은 7 kGy 이상 조사시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7 kGy 이상의

방사선량으로 사료를 조사하면 곰팡이의 생육 저감과 곰팡이독소는 충분히 제어될 것으로

판단된다(Table 3-45).

Table 3-45. Analysis of mycotoxin produced by growth of mixed three fungi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 (Unit ; ng/ml)

Irradiation

dose(kGy)
mycotoxin

Storage periods (day)

1 5 10 15 20

0

AFB1 1.47 >10 >10 >10 >10

OTA ND 0.6 0.57 1.01 2.16

ZEA 5.22 6.57 6.40 7.91 10.11

1

AFB1 1.56 >10 >10 >10 >10

OTA ND ND ND 1.55 2.14

ZEA 3.82 4.02 5.16 6.01 9.48

3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5.74 7.60 10.55 18.97 21.46

5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1.35 1.11 1.60 1.12 1.80

7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0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2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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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중 3종 균주 혼합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 속에 존재하는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멸균된 동물사료(쥐,

돼지 개)를 준비하고, AFB1, OTA, 과 ZEA 생성 3 종의 곰팡이를 동물사료에 107spore/5 g

으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1, 3, 5, 7 kGy)을 조사하였다. Table 3-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

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6.0-6.2 Log CFU/g 1 kGy로 조사된 사료에서는 2.6-3.1 Log

CFU/g가 관찰되었다. 혼합곰팡이 모두 3 kGy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사료 속에서 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으며 각 사료종류별에 대해서도 곰팡이 포자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의 유의차

를 확인 할 수 없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앞서 실시된 세 가지 균주 혼합배양포

자현탁액에 대한 방사선조사 실험에서는 7 kGy에서 모든 곰팡이가 저감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한편, 사료 속에 적용한 경우에는 모든 곰팡이가 3 kGy에서 저감화되는 것으로 확인되

어 방사선에 대한 민감성은 세 가지 균주의 혼합배양포자현탁액 보다는 사료에서 더 높게 반

응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사료 속에 오염되어 있는 곰팡이포자의 생육을 저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곰팡이포자현탁액에서와 같은 선량인 3 kGy에서 곰팡이를 효과적으로

저감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46.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mycotoxin produce fungi in

feeds (Unit : Log CFU/g)

Fungal sp.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es(kGy)

0 1 3 5 7

A. parasiticus,

A. alutaceus and

F. graminearum

Dog 6.0±0.1 3.1±0.3 ND ND ND

Pig 6.1±0.1 2.6±0.1 ND ND ND

Mouse 6.2±0.1 2.9±0.0 ND ND ND

시판 사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 효과 확인

- 방사선 조사된 소포장(Lab scale)사료 중 곰팡이 생육변화

판매되는 동물사료(돼지, 쥐, 개)에 대하여 0, 3, 5, 7 및 1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

후 단기저장(1개월)동안의 곰팡이의 저감화 효과에 대하여 6일 간격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돼지사료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와 3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1.2-2.6, 1.4-3.4 Log CFU/g를 나타내었고, 5 kGy의 선량에서 1.0-1.6 Log CFU/g로, 7 kGy의

선량에서는 곰팡이가 검출되지 않았다. 쥐와 개 사료에서도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와

3 kGy의 선량에서는 1.3-4.4, 1.0-3.2 Log CFU/g, 1.2-3.5, 1.3-3.4 Log CFU/g로 나타났다. 특

이할만한 것은 conical tube내 5 g의 멸균사료에 포자를 오염시킨 경우는 3 kGy에서 곰팡이

생육이 억제되었으나 크기가 증가된 소포장 시료에서는 7 kGy이상 조사하여야 곰팡이의 생

육이 억제되었다(Table 3-47). 그러므로 시판포장 단위에서는 곰팡이 생육을 저해하기 위해서

는 더 많은 선량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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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7. Effect of radiation does and storage periods on the growth of fungi in

commercial feeds (Unit : Log CFU/g)

Variety

of

feed

Storage

periods

(Days)

Irradiation does(kGy)

0 3 5 7 10

Pig

0 2.6±0.6 3.4±0.8 ND ND ND

6 1.2±0.2 1.6±0.9 1.0±0.0 ND ND

12 1.8±0.0 2.4±0.0 ND ND ND

18 ND 1.4±0.1 ND ND ND

24 1.9±0.1 1.4±0.6 1.6±0.2 ND ND

30 1.8±0.3 ND ND ND ND

Mouse

0 4.4±0.3 3.2±2.0 2.2±1.8 ND ND

6 ND 1.0±0.0 1.4±0.6 ND ND

12 4.4±0.0 ND ND ND ND

18 2.4±0.7 1.7±0.4 1.7±0.1 ND ND

24 1.3±0.4 ND 1.2±0.2 ND ND

30 3.0±0.2 1.4±0.6 1.2±0.3 ND ND

Dog

0 3.5±0.8 3.4±0.4 1.5±0.6 ND ND

6 1.2±0.3 1.3±0.5 ND ND ND

12 ND ND ND ND ND

18 ND 2.4±0.7 1.7±1.0 ND ND

24 1.2±0.3 1.7±1.1 1.7±0.3 ND ND

30 ND 1.5±0.3 1.6±0.2 ND ND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 <10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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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측 미생물학 기법 적용 선량 및 선종 등 최적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 및

검증

가. 모델식품(고추장)의 최적 방사선 조사조건 확립을 위한 예측 미생물학

기법 적용연구

1) 연구의 필요성

식품의 안전성은 사회가 선진화되고 식품산업의 발달과 함께 식생활 양식 변화와 더불

어 소비자의 인식변화, 관심도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다. 따라서 식품

의 안전성 확보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의 하나로서 식품 원료의 제조, 생산, 유통 및 최종

의 전 단계에 걸쳐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국제적으로도 세

계 교역의 완전 개방화, 자유화로 식품공급 무역체계의 안전성 문제가 중요시 되었으며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위생 및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문(SPS 협정)에서 식품

안전관리의 기본원칙을 “인간 건강을 보호하는 정도까지 응용하고, 과학적 원리들에 근거

해야하고 과학적 증거 없이는 유지되지 않으며 상황에 적절하며 건강에 대한 과학적 위해

평가(Risk Assessment)에 근거해야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WTO 1995). 특히 병원성 미생

물에 대해 특정 식품에서의 정량적 위해분석, 평가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 리 나 라

에서 식중독 발생은 주로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에 의한 것이며 살모넬라균, 황색포

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균, E. coli 등이 주요 원인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2003년

부터 2007년 10월까지 집계한 식중독 발생건수 총 1126건 중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식중

독은 세균성 원인균 전체의 137건 (25.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살모넬라균

은 125건(23.3%), 황색포도상구균은 106건(19.7%), 장염비브리오균은 111건(20.7%) 발생하였

다 (식품의약품안전청 2005).

식중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는 식품산업의 발달, 식품위생관리기술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건수는 2001년 93건에

환자수 6406명 이었으나 대체로 매년 증가하여 2007년 10월까지 458건에 9124명의 환자가

보고되어 특히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발생건수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

청 2005). 한국 보건산업진흥원의 보고서(2001)에 따르면 식중독으로 인한 손실 비용은 1조

3,107억원으로 2002년 정부예산의 1.16%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식중독에 의한 손실비용에는

의료비용, 일반 생산성 손실비용, 조기사망에 따란 생산성 손실비용, 역학조사비용, 여가손

실비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일반 생산성 손실비용이 9천6백 3십 4억원으로 전체손실비

용의 73.5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통계연보 2005년 자료에 따르며

세균성 식중독 관련 약처방과 진료비의 총액은 각각 3천만원, 1억3천만원으로 추정하였다

(보건복지부 2005). 미국에서도 매년 650만명에서 3,300만명 정도의 세균성 식중독 환자가 발생

하고 있으며 이중 9,000명 정도가 사망하고 있고 주요 식중독균(Salmonella, Campylobacter,

Clostridium, E. coli O157:H7, Staphylococcus, Toxoplasma gondii)에 의해 발생한 식중독으로 연간

56억～94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USDA 2006). 따라서 식품안전성

확보 방안은 식중독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피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목

적을 두고 있으며 식중독에 대한 관리체계의 확립은 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뿐 아니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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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의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가적으로도 보건,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Quantitative microbiological risk assessment)는 어떤 특정 병원

성미생물에 의해 오염된 식품을 섭취한 경우, 그 병원성 균에 의해 감염이 일어날 확률, 즉

위해성(Risk)을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다 (David 1998). 정량적 위해평가의 일반적인

절차는 Codex 원칙에 따르면 hazard identification, hazard characterization, exposure

assessment, risk characterization의 4단계로 나눌 수 있다 (Codex 1999). 정량적 미생물 위

해 평가 시에는 화학적 위해평가와 비교할 때 미생물의 생존, 증식, 사멸가능성으로 인해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정성 확인한 후에 저장,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의 변화를 모니터

링 하여야 한다. 미생물수의 변화는 특히 미생물이 접하는 환경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정량적 미생물 위해평가를 위해 식품의 Matrix에 따라 환경조건의 변화 시 미생

물 생존, 증식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면 멸균선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통해 안전한 식품생산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예측미생물학 분야는 수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식품의 원료로부터 제조공정, 저장에 이르

기까지의 전과정중에서 병원성 및 부패 미생물의 생존, 성장 변화를 정량적으로 예측한다.

예측미생물학을 활용한 미생물의 위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연구는 세

계적으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식품의 내부적요인(pH, 수분활성도 등) 및 외부적

요인(저장온도, 황균물질 등)에 따른 모델은 개발되어있으나 방사선조사에 관련된 예측모델

의 개발은 저조하므로 이 분야에 따른 예측모델의 개발은 검증(Validation)을 통해 산업체

에서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추장은 약 200년 전통을 가진 것으로 조미를 목적으로 널리 애용되며

고유의 전통발효식품 중의 하나로 고추분, 찹쌀 및 콩의 발효물에서 유래된 단백질, 당류,

카로틴, 비타민, 캡사이신과 대두 펩타이드 등 영양성분 및 생리 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다(함 등 2008). 고추장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제조되는 발효조미 식품으로

식품공전에서는 두류 또는 곡류 등을 제국한 후 여기에 덧밥, 고춧가루, 식염 등을

혼합하여 발효 또는 당화하여 숙성시킨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고추장은 그 제조방법이나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지만 주로 원료의 전처리 방식에 따라 메주를

이용한 전통고추장, 소맥분등의 곡류를 제국하여 첨가하는 koji 고추장, 전분질 원료를

전분분해효소로 당화하여 숙성시킨 당화고추장 등으로 구분한다(Lee 1999). 이 중,

전통고추장은 주로 자가제고 및 중소 규모의 가내수공업의 수준에서 생산되고 산업화된

대량생산 제품은 대부분 koji 고추장과 당화고추장, 또는 이들 공정을 절충시킨 형태로

제조된다. 고추장은 각각의 원료, 발효공정, 발효 미생물 등의 차이에 의하여 풍미와

식품학적 특성, 기능성 등에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거의 산업적인 대량생산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는 추세이다(Joo 1998; Lee 1999).

고추장은 각종 육류, 가금류, 어류 조리시의 양념장, 초고추장, 면류의 액상스프, 소스 등

에 이르기까지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식품의 풍미를 향상시킬 수 있어 일반 가정과 식

품산업 분야에서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고추장에는 발효과정에서 유래한 다양

한 미생물이 107~108 cells/g 내외로 분포하고 있어 제품 자체의 보존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의 원료로 사용하는데 커다란 제한요소가 되고 있다(Lee et al. 1996). 고추장에 분포하는

미생물은 크게 Bacillus와 산생성 세균(Lactobacillus속, Streptococcus속, Staphylococcus속 등),

효모(Candida속, Saccharomyces속 등)로 구분할 수 있는데 Bacillus는 내열성 및 내약품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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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서 살균이 어렵고 효모와 산생성 세균은 대부분 내염성 미생물이어서 고염 상태에서도

생장이 가능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어렵다(Jung et al. 1996; Lee et al. 1996). 더

구나 고추장은 염도가 10-20%인 된장, 간장 등과는 달리 보통 10% 이하의 소금만이 첨가

되고 당의 함량이 높아 가스 발생에 의하여 부풀거나 유기산의 생성에 의하여 신맛이 발생

하는 등 제품의 보존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체에서는 고추장과 그 가

공제품에 화학보존료나 발효주정을 첨가하거나 열처리, 냉장유통, 수분활성도의 조절 등을

부가적인 보본방법으로 병용하고 있으며 가공 조미식품에는 분말 고추장을 사용하기도 한

다(Kim et al. 1987). 그러나 기존의 이러한 기술들을 화학보존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적

거부감, 제품 고유의 풍미, 물성, 색택 등의 저하, 생산 및 유통비용의 상승과 같은 문제점

이 있어 여전히 일반 소비자와 식품산업체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고추장을 위생성 및 보존안전성이 확보된 산업화된 대량생산 제품으로 개발하고 이의

식품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추장의 살균과 유통중의 안정적 품질유지에 관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이에 관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

요하나 이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형편이다.

감마선 조사기술은 미생물의 살균과 위생화, 제품의 안전성 및 보존성 향상 등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보고되어 세계적으로 약품, 의료기기, 화장품과 같은 공중보건 산물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과 육류, 분말형 식품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특히, 식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기술은 잔류독성이 없고 식품 고유의 풍미와 생화학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미생물에 대하여 선택적인 살균효과를 나타내므로 발효, 숙성 완료

후의 보존기간에도 미생물의 작용을 받는 우리나라의 전통발효식품에 이 기술을 적용할

경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Thayer 1994; Byun 1997).

따라서, 예측모델링의 이용하여 고추장의 조사선량을 예측할 수 있다면 고추장의 미생물

학적 안전성과 식품의 저장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생산공정의 효율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측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은 식품공정을 디자인하거나 유통기한을

결정하기 위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모델 개발 후 부가적인 실험 없이 식품에 존

재하는 식중독 세균 또는 부패세균을 사멸시키기 위한 처리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예측모델

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예측미생물학은 식품안보와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다.

2)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고추장(밀가루: 26%, 찹쌀: 18%, 고cnt가루: 14%, 소금: 8%, 다진 소

고기: 6%, 설탕: 6%, 떡: 3%, 물엿: 3%, 마늘: 2%)은 전주소재 (주)고궁 F&B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

고추장의 감마선조사는 aluminium-laminated low-density polyethylene (Al-LDPE,

Sunkung Co. Ltd., Seoul, Korea) 포장지에 10 g 씩 담아 포장한 후 Co-60 감마선 조사

시설(IR-79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20±2℃)에서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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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q의 Co-60 선원을 이용하여 흡수선량이 0, 5, 10, 15, 2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고추장을 10일

간 35℃로 가속 저장하였다.

미생물 생육 시험

고추장의 미생물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 펩톤수(0.1%,

Difco Co., Detroit, USA)를 멸균 bag(20×25 cm; Sunkyung Co., Seoul, South Korea) 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ark II Lab Blender, Tekmar Teledyne Technologies Inc.,

Mason, Ohio, USA)에서 2분간 균질화 하였다. 총세균수 측정은 PCA배지(Plate Count

Agar, Difco Co., Detroit, USA)를 사용하여 35℃, 48시간 배양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

성한 배지만 선택하여 계수하였다.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냈으며,

검출을 위한 최소 한계치는 102 CFU/g 이었다.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D10 값(기울기

의 역수)을 계산하였다(Jo et al. 2005).

예측모델의 개발

전체적인 실험을 2회 반복 실시하였고 반복당 시료 수는 2개로 하였다. 총세균수

(CFU/g)는 log scale(log CFU/g)로 전환하여 Jozsef Baranyi(2002)가 개발한 공식을 이용

일차모델링을 실시하였고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μmax log CFU/g/day), lag

phase duration (day), low asymptote (Y0 log CFU/g), upper asymptote (Ymax log

CFU/g)를 계산하였다. 방사선 조사선량의 변화에 따른 매개변수의 변화량을 예측하기

위한 이차 모델링은 아래와 같은 모델을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μmax = a1+a2*Irradiation dose+a3*Irradiation dose 2+a4*Irradiation dose 3 (equation 1)

Ymax = a1+a2*Irradiation dose+a3*Irradiation dose 2 (equation 2)

ai 는 계수를 나타낸다.

Lag phase duration 및 Y0 = N0*expk*irradiation dose (equation 3)

N0 는 initial level를 나타내고 k 세균수의 감소 또는 증가율을 나타낸다.

예측모델의 검증

개발된 모델의 검증을 위해 관측치와 모델이 예측한 예측치 비교하였다. 관측치와 예

측치의 상관성을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 bias (B) and accuracy (A) factors (Stadler et al.

1982; Ross 1996; Zhao et al. 2001), root mean square error (RMSE = √(1/n(Σ(Yi-Ŷi)2))

를 계산하였다.

B factor = 10[Σ log (예측치/관측치)/n] (equation 4)

A factor = 10
[Σ | log (예측치/관측치)|/n] (equation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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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일차모델링(Primary modeling)

조사 후 (day 0), 고추장의 총세균수는 모든 선량에 대해 검출한계(1 log CFU/g) 이

하였다 (Fig. 3-26). 그리고 D10 값은 1.3 ±0.1 kGy 였다. 하지만, 총세균수가 검출한계 이

하였던 시료의 총세균수가 5, 10, 15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는 저장기간 동안 4.5 – 6.5

log CFU/g 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20 kGy로 조사된 시료는 저장기간 동안 검출한계 이

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5 - 15 kGy로 조사된 시료내 미생물의

μmax 도 저장기간 동안 증가하였다; 0 kGy: 0.3 ± 0.1 log CFU/g, 5 kGy: 0.7 ± 0.0 log

CFU/g, 10 kGy: 1.7 ±0.3 log CFU/g, 15 kGy: 2.3 ± 0.2 log CFU/g. 특히, 15 kGy로

조사된 시료의 μmax 가장 높았고 lag phase duration도 4일로 0 - 10 kGy로 조사된 시료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긴 lag phase duration은 손상된 세포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

다(Shintani, 2006). 하지만 이 손상 세포들이 정상세포로 회복될 경우 산이나 열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기 하기 때문에 식품 내에 존재할 수 있는 손상세포를 간과해서는 안된

다(Doyle et al. 2001; Yoon et al. 2006). 0, 5, 10, 15 kGy가 조사된 시료에서의 계산된

Ymax 는 각각 7.3 ± 0.2, 6.9 ± 0.3, 6.4 ± 0.2, 4.6±0.3 log CFU/g 였고, 20 kGy가 조사된

시료에서의 Ymax 는 < 1.0 log CFU/g (lag phase duration: 10 일)였다. 그래서, 멸균고추

장을 생산하기 우해선 20 kGy의 감마선이 조사되어야 할것이다.

이차모델링(Secondary modeling)

일차모델링후, 조사선량의 변화따라 매개변수(μmax, lag phase duration, Y0, Ymax) 의 변

화를 계산하기 위해 이차모델링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아래와 같다.

μmax = 0.3513-0.1574*Irradiation dose+0.05319*Irradiation dose2-0.002307*Irradiation dose3

(R2 = 0.975)

Lag phase duration = 0.1966*exp(0.1972*Irradiation dose) (R2 = 0.985)

Y0 = 4.04*exp(-2.91*Irradiation dose) (R2 = 0.982)

Ymax = 7.076+0.2133*Irradiation dose-0.02769*Irradiation dose
2

(R
2

= 0.977)

이차모델링 결과 R2값이 0.975-0.985였고 예측선은 계산된 값들을 통과하여 지나갔다(Fig.

3-27). 이차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매개변수는 일차모델에 대입 후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의

변화에 따른 총세균수변화를 시뮬레이션 하였다(Fig. 3-28).

모델검증(Validation)

모델검증을 하기 위해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얻은 관찰치를 모델에 대입하여 예측치를

계산하여 상호 비교하였다(Fig. 3-29). R
2
와 RMSE값은 각각 0.862와 1.044로 모델의 수행

성은 양호하였다. 모델의 수행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지수인 B와 A factor 값도 1.15와

1.29로 모델 수행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완벽한 모델수행성을 나타내는 B와 A factor

값은 1 이다(Ross 1999; Tamplin et al. 2005). 만약 B factor가 1보다 크면 모델의 예측치

는 실제 값보다 크고 1 보다 작으면 예측치가 실제 값보다 작은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

에서 1.15의 B factor값은 예측치가 실제값 보다 약 15% 높은 것을 의미한다(Ross 1995).

B factor가 0.9-1.05일 경우 모델의 수행성은 우수하다고 고려되고 0.7-0.9 또는 1.06-1.15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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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s (kGy)

μmax

(Log CFU/g/day)
Lag phase duration

(Days)
Y0

(Log CFU/g)
Ymax

(Log CFU/g)

0 0.3±0.1 0.0±0.0 4.0±0.7 7.3±0.2

5 0.7±0.0 0.0±0.0 <1.0±0.0 6.9±0.3

10 1.7±0.3 0.9±0.1 <1.0±0.0 6.4±0.2

15 2.3±0.2 4.4±0.4 <1.0±0.0 4.6±0.3

20 0.0±0.0 10.0±0.0 <1.0±0.0 <1.0±0.0

보통으로 고려할 수 있다 (Stadler et al. 1985; Ross 1996). 본 연구에서 개발된 모델의 수

행성은 보통으로 판단할 수 있다. A factor 값은 1.29 였다. A factor의 경우 1에 가까울

수로 모델의 정확성이 높다(Chea et al. 2000).

예측 미생물학의 이용으로 고추장의 식품 안전성과 저장성을 개선할 수 있고 소비자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제적 손실도 보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된 모델

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연구비와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다.

Table 3-48. Parameter estimates (mean ± standard deviation) obtained by fitting surviving cell
count data to the equation developed by Dr. Jozsef Baranyi (2002)

μmax: maximum specific growth rate, Y0:low asymptote, Ymax: upper asymptote

Storage time (days)
0 2 4 6 8 10

Total bacterial counts (Log C
FU

/g)

0

2

4

6

8

Fig. 3-26. Total bacterial populations recovered with plate count agar from Kochujang

irradiated at 0 (■), 5(▲, 10(♦, 15(○ and 20 kGy (●, and predicted surviving cell

counts (line) by the equation developed by Dr. Jozsef Baranyi (2002) during

accelerated storage (35oC) for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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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Secondary model plots of specific growth rate (μmax; A), lag phase duration (B), Y0

(C), and Ymax (D)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dose. Symbols represent observed

values and solid lines indicate predicted values calculated by secondary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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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ays)Fig. 3-28. Simulation of bacterial growth with developed models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dose during accelerated storage at 35oC for 1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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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9. Comparison of observed values of total bacterial populations in Kochujang samples

with the predicted values by the developed models the solid line indicates perfect

agreement between observed and predicted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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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1.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달성도

가. 1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1) 가중치

(%)
2)

연구목표

달성도
3)

(%)

비고
4)

○ 고선량 조사 식품

공학 융합 기반기술

개발(1)

- 고선량 조사가 식품성분 및 식품 지표

물질 4종에 미치는 영향 DB 확보

- 방사선 저항성 식중독 미생물(Bacillus
cereus /Clostridium spp.)의 최소적용선량

20 kGy 설정/모델식품(생식) 적용 멸균

선량 확립(30 kGy)

- 간접식품(사료) 오염 곰팡이 사멸로 독소

생산 억제 (10 kGy) 및 생산 독소

파괴(30 kGy) 공정 기술 개발

45 100

- 고선량 조사에 의한 식품성분

별 특성변화 DB 확보 및 식품

군별 선량 적용범위 설정 유무

- 수출용 곡류 가공품 위생화 기

술 개발 유무

- 사료의 방사선 조사 적용조건

확립 기술 개발

○ 극한환경 대비

목적형 식품개발을

위한 기반연구(1)

- 즉석취식 가능 일품형 식품 (모델시료

: 비빔밥) 적용 고선량 조사조건 시험

및 식품 공학 융합 기반기술 개발

․완전멸균 선량확립 (28-30 kGy) 및

관능적 품질개선 기술 개발

25 100
- 방사선 조사/식품포장별 병

용처리 기술개발 유무

○ 전자선 조사 이용

기반기술 개발(1)

- 선종별 조사(감마선, 전자선)가 식품

주요 성분(단백질, 탄수화물, 미량성분

등), 가공적성 및 최종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DB 확보

- 모델식품(식육) 이용 선종간 특성 비교

연구/식육류 방사선 조사, 선종 다양

화 법규 상정을 위한 자료 확보

30 100
- 식품 주요성분별 감마선/전

자선 조사 특성비교 유무

총계
5)

100 100

○ 목표 대비 성과 초과달성

○ 기타 가시적 연구성과

- 논문게재 및 발표 98편(SCI

17, 국내 16편 게재),

- 특허출원 및 등록 23(출원

국내10, 국외6, 국내등록7)

- 수상실적 등 4건

- 언론보도 및 산업체 세미

나 등 기술개발 관련 홍보

: 총 62회

- 기본사업과 연계하여 한국

형 우주식품 4종, 포장용기

1종에 대해 러시아 IBMP

로부터 우주식품 적합성

최종인증

주1) 연구개발실적은 연구목표 대비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작성
2) 전체연구목표 대비 세부연구목표의 중요도를 표기
3) 목표달성도는 실적/목표의 백분율로 표기
4) 목표달성도에 대한 근거 및 사유를 간략히 작성
5) 총괄적으로 종합하여 단계목표달성도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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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중치

(%)2)

연구목표
달성도3)

(%)
비고4)

○ 고선량 조사 식품

공학 융합 기반기

술 개발 (2)

-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위한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 병용처리 기술 개

발 및 수출전략 품목(가공삼 2종),

쌀가공품(2종), 복합조미 식품(완제품

1종 및 원료 12종) 적용시험

- 방사선 조사 환경(온도, pH 등)에 따

른 포자형성 식중독 미생물(Bacillus,
Clostridium spp.)의 방사선 감수성

및 사멸을 위한 최적조건 확립

45 100

- 고선량 조사에 의한 식품성

분 별 특성변화 DB 확보,

주요 적용 식품군별 실증시

험 유무

- 병원성 미생물 사멸을 위한

고선량 조사 조건확립 유무

○ 전자선 조사 이용

기반기술 개발(2)

- 식품구성 성분 4종(silk, β-glucan,

polyphenol, lectin)에 대한 전자선

조사 특성 연구

- 식육류(4종)의 전자선 이용 핵심기술

개발

- 조사선량 및 선종(감마선/전자선)에

따른 사료오염 곰팡이 독소제거 기

반기술 개발

- 전자선 조사식품 7종(곡류, 두류, 근

채류, 향신료 및 복합조미식품)의 물

리적 마커 확보 및 조사 특성 분석

30 100

- 식품 주요성분별 감마선/ 전

자선 조사 특성비교 유무

- 간접식품(사료)의 위생화, 독

소제거 핵심기술 개발 유무

- 식육류 및 전자선 조사 법적

허가를 위한 법안 완성

(2009년도 법안 상정 예정),

어패류 및 건어포류의 신규

상정 연구결과 획득

○ 극한환경 대비 목

적형 식품개발을

위한 기반연구(2)

- 모델식품(비빔밥) 이용 사막조건에서

장기저장이 가능한 One-pack 식품용

융합 핵심기술 개발(완전 멸균선량

확립 및 품질개선 기술 확보)

- 고선량 조사 융합기술 적용 환자용

무균 식품 2종(아이스크림, 영양식)

개발

25 100

- 모델식품 적용 병용처리 기

술개발 유무

- 환자용 무균식품 개발 유무

총계
5)

100 100

○ 목표 대비 성과 초과달성

○ 기타 가시적 연구성과

- 논문게재 및 발표 236편

(SCI 23, 국내 29편 게재,

국외 124편 발표)

- 특허출원 및 등록 16(출원

국내7, 국외6, 국내등록2,

국외 1)

- 수상실적 등 6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IMRP2008 Poster Award,

Showcase 수상

․2008 연구성과유공상 홍보

대상 수상

- 언론보도 및 산업체 세미나

등 기술개발 관련 홍보 :

총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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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차년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1) 가중치

(%)2)

연구목표

달성도3)

(%)

비고4)

○ 고선량 조사 식

품공학 융합 핵심

기술 개발

- 모델식품(비빔밥) 이용 고선량 방사선

적용 실증연구 및 가제품 개발

- 고선량 방사선 조사에 의한 품질저하

개선을 위한 물리, 화학적 병용처리 공

정 개발 및 최적화

35 100

․극한가공조건 개선을 위한

방사선조사 융합 핵심기술

개발 유무

․모델식품(비빔밥) 이용

개발공정 평가 및 간편

(One-Pack) 포장식품 1종

가제품 개발 유무

○ 전자선 조사 이

용기술 개발

- 전자선 조사 활용기술 개발 및 공정

최적화 연구

- 모델식품(식육 및 냉동식품) 이용 선종

별(감마선, 전자선) 품질 영향 평가

- 식품의 방사선 조사이용 법규 개정(안)

상정

․식육류 방사선조사 신규법안 및 식품

조사용 방사선 종류 확대 법규 개정

(안) 상정

20 100

․전자선 활용 식품공학 융합

핵심기술 개발 유무

․전자선 이용 기능성

소재/신제품 개발 유무

․식육류 신규/전자선 이용

법규개정(안) 상정 유무

○ 극한환경 대비

목적형 식품 개발

을 위한 핵심 기

술 개발

- 사막조건 등 극한 환경 대비 품질 안

정화 및 개선을 위한 융합 요소기술

개발

- 예측 미생물학 기법 적용 모델식품(육

가공품)에 대한 최적 방사선 조사 조건

확립 및 검증

- 방사선 조사기술 활용 실용화 산업화

기반구축 연구

- 방사선 조사 이용 수출 전략 품목 가

공삼(홍삼/흑삼) 제조공정 및 가제품

개발

- 간접식품(사료) 원료, 제품별 (종축용,

실험동물용) 적용시험

45 100

․사막조건에서 품질 안정화

핵심기술 개발 유무

․방사선을 활용한 가공삼

(홍삼/흑삼) 및

사료(종축용, 실험용)

가제품 개발 유무

총계5) 100 100

○ 기타 가시적 연구성과

- 논문게재 및 발표 57편(SCI

18, 국내 10편 게재, 국외

21편발표)

- 특허출원 및 등록 8(출원

국내6, 국외1, 국내등록1)

- 언론보도 및 산업체, 일반

인 대상 세미나 등 기술개

발 관련 홍보 : 총 75회

- 기본사업과 연계하여 신규

우주식품 4종에 대해 러시

아 IBMP로부터 우주식품

적합성 평가 및 MARS-500

국제공동연구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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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식품 생명공학산업에 활용할 방사선 종류 다양화 및 적용선량 확대로 산업 적용과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임

-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사용되는 선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자

선, X-선 등의 방사선을 특성과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음

- 전자선, X-선 등의 이용에 대한 법규 개정은 방사선 발생장치/시설의 다양화를 꾀할

수 이어 신규 조사시설/발생장치의 연구개발로 국내 기술력 신장에 기여할 것임

○ 고선량 방사선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상식량, 멸균환자식, 고열량 유동식 등 목적별 식

품 개발은 식품 관련산업체로부터 기존 식품가공/생산기술의 개선에 대한 요구가 급증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선진화에 기여할 것임

- 오늘날 식품의 선진 위생화 방법인 HACCP system에서 인증할 수 있는 공정이 간편

하고 처리효과가 확실하며 안전하고 산업적으로도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위생화 기

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사선기술의 이용은 점점 확대될 것으로 판단함

○ 식품산업에서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매우 중요함. 무엇보다도

현행 가공/저장 및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조사 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하

여 정확히 비교, 홍보되면 방사선 조사기술의 성공적 실용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조사시설은 식품가공․저장 및 제약․보건관련산물 멸균 등 산업적으로 다용도

로 활용될 수 있고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조사

시설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확대를 위해 폭 넓은 핵

심기술개발과 상용화 실증연구가 수행되면 관련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음

- 고선량 식품조사는 목적형 특수식품 개발 분야에서 핵심기술로서 이용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에 큰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판단됨

- 방사선 식품생명공학 기술로 개발된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및 신제품의 산업화로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수출효과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유도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방지 대책으

로 방사선기술이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면서 산업 생산성도 증가하고 있음

○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검역처리기술 개발

이 필요시 되는 시점에서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농수산물의 고품질 상품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시스템 연구수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식량자원의 간접생산성 향상, 국민보건 증진 및 SOC 절감

- 국내 식품수출 촉진 및 수입물품의 SPS/TBT 체계 구축

- 본 기술이용 식품류 수출액 2010년 5억$, 2020년 10억$ 달성

- 2015년 관련 J-V 창업 5건, 기술이전 22건 이상 달성 및 20억원/년 기술료 수입 예상

○ 목적형 특수식품, 기능성 신소재 등 고부가제품의 생산을 위해서는 정확한 흡수선량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방사선기술 선진국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와 함께 새로운 조

사 기종의 개발과 함께 GIP, Dosimetry 선진화와 표준화 및 ISO 확립 연구를 진행 중임

- 고선량 조사의 상용화를 위한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이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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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및 보건관련 산물의 위생적 측면을 더욱 중시하고

있음. 따라서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위생화 기술개발은 식품가

공 원료 및 제품에서 기인되는 질병예방과 위생적 제품생산 기반을 확립하므로 국민보

건 향상과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도모함

○ 국내 환자용 멸균식품과 산악스포츠용 등 목적형 식품의 요구증대와 필요성이 점차 증

가하고 있음. 따라서 국민 보건향상 및 제품 특성에 맞는 첨단 위생화․유통 기술개발로

다양한 요구에 맞는 제품 이용을 기대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 안전성에 관한 국민이해사업은 일반적인 과학기술 국민이

해사업의 중요성, 예컨대, 인류복지와 국가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지

지와 참여의 필요성을 잘 대변해주고 있음

- 이에 따라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구체적인 타겟 집단에 대한

인식조사 및 홍보활동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기획과 실행으로 국민이해 증

진을 도모할 수 있음

○ 방사선 조사기술을 활용한 생물테러대비 예방기술 제시

○ 국가 비상식량계획 지원체계 구축으로 대국민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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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개 요

○ “가공식품제조원료용” 문구의 삭제

○ 식육(돈육/우육),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

○ 수산건어포류(조미건어포류/건어포류)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

○ 방사선 조사선종으로서 전자선 이용 및 감마선원 Cs-137 사용 허가

□ 신청 배경 및 필요성

○ Codex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 종류를 방사성동위원소

(Co-60 및 Cs-137)를 이용한 감마선과 방사선 발생장치로 생산된 전자선, X-선을

허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감마선 조사만이 허가되어 있어 산업적 이용제한과 무

역마찰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음

- 전자선 조사는 감마선 조사와는 달리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

수용성이 높으며, 처리시간이 빨라 신선식품, 냉동식품 등에 매우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음

- 국내 전자선 조사 연구가 완료됨

- X-선 연구는 시설인프라 구축 중으로 기초연구가 진행 중임

○ 2009년 9월 현재 세계적으로 56개국, 250여종의 식품군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상

용화되어 있으며, 특히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경우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비롯한

세계 26개국에서 이용되고 있음

- 미국은 ‘00년 식육 및 식육 가공품의 방사선 조사 승인, ’02년 방사선 조사 육류

및 가공품의 학교급식 사용 허가(‘04년 시행)

○ 따라서, 국내 식중독 예방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 등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실용

화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Codex 기준과의 부합을 통한 수출입 무역마찰 대응방안 마련

- 식육류 유래 식중독 예방기술 획득

- 수출입 건어포류의 위생검역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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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전개정 및 신규허가 신청 주요내용

(1) 공전개정 내용

○ “가공식품제조원료용” 문구의 삭제

현행 개정(안)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건조채소류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곡류 및 두류 및 그 분말 곡류 및 두류 및 그 분말

(2) 신규허가 신청 내용

○ 방사선 조사선종으로서 전자선 이용 및 감마선원 Cs-137 사용허가

현행 방사선 조사허가 선종 방사선 조사허가 선종

감마선 조사(Co-60)
감마선 조사 (Co-60 또는 Cs-137)

전자선 조사

○ 식육(적색육, 가금육 등)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

신규 허가신청 품목 허용선량 처 리 목 적

식육 (적색육,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

(햄, 소시지, 분쇄육가공품, 어육가공품 등)
10 kGy

병원성미생물 살균,

보존성․유통안전성 향상,

육질개선

○ 수산건어포류(조미건어포류, 건어포류)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

신규 허가신청 품목 허용선량 처 리 목 적

수산건어포류 (조미건어포류, 건어포류 등) 10 kGy
병원성미생물 살균,

보존성․유통 안전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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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신청 배경

1980년대 이후부터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이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위

생화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산업

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Food Irradiation)는 농산물의 저장성 증가, 축육, 가금육 및 그

가공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보장, 수출입 농수축산물의 효율적인 검역관리 및 보존제와

같은 화학약품 처리 등 첨가제의 이용 없이 안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이다.

비록 방사선 기술이 원자력 기술의 하나로 분류되어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방사

능 물질 오염식품과 방사선 조사식품이 혼동되고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

제적 발전 추이를 보면 기술의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 및

사료를 포함한 식량자원의 교역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중독 등 식인성 질병 예방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망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식육

류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였고 사용 선종도 감마선, 전자선, X-선 등을 목적에 맞게 이

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미국의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제환

경보호위원회(UNEP)가 의결한 Methyl Bromide (MeBr) 등의 화학훈증제 사용 축소 및

금지규정에 따라 국제무역기구(WTO), 국제식물검역위원회(IPPC) 및 식물위생검역기준

(ISPM) 등에서는 방사선 기술을 국제 식량교역에서 검역관리 기술로서 활용하기를 강하

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식량 수입국인 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도 매우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009년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을 허가한 국가는 56개국으로 약 253개 식품품목이 방사

선 처리되어 유통될 수 있다(IAEA, 2009). 금번 허가를 상정한 식육류(가금육 포함)를

허가한 국가는 26개국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개구리 다리의 위생화와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선 조사의 경

우, 23개국 193개 기관에서 280여기의 전자선 조사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 의료용

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와 고분자 재료개질 등에 이용되고 있다(IAEA, 2008a, b).

정부는 지난 2001년 7월과 2007년 1월 제 2, 3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에서 방사

선/RI 이용기술의 확대 및 융합기술을 통한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다.

이의 일환으로 산업 활용성이 크거나 잠재적 가치가 높은 방사선 조사 선종의 이용확대

와 방사선 조사 제품의 확대를 주요한 골자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상정

(안)의 국내 주요연구 결과는 원자력진흥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원자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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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이다. 이번 상정은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으로 향후 방

사선기술 관련산업과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 모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국내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수는 그림 1과 같다.

2002년부터 전반적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07년에는 501건으로 가장 높은 식중

독 발생건수를 기록하였다. 환자수도 매년 6,000명 이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한 외식의 증가와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에서 식중독이 집단적으로 발생

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이와 같이 식중독의 발생이 대형화됨으로써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정부차원에서의 식중독예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발생이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Cho et al., 2009).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그림 1. 우리나라의 연도별 식중독 발생건수 및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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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의 원인식품별 식중독 발생 동향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환자

수

건수

(%)

환자

수(%)

총계 93 6,406 78 2,980 135 7,909 165 10,388 109 5,711 259 10,833 510 9,686 1,349 53,913

육류 및

그 가공품
15 728 13 316 14 438 20 1,016 9 442 21 507 41 607

133

(9.9)

4,054

(7.5)

난류 및

그 가공품
0 0 3 55 2 485 1 6 7 343 0 0 2 82

15

(1.1)

971

(1.8)

어패류 및

그 가공품
17 494 11 384 21 372 18 419 19 415 41 1,211 108 1,473

235

(17.4)

4,768

(8.8)

복합조리

식품
13 522 15 481 36 3,394 22 1,276 13 1,339 29 848 39 1,056

167

(12.4)

8,916

(16.5)

곡류 및

그 가공품
3 569 2 27 3 53 1 82 1 24 1 14 1 2

12

(0.9)

771

(1.4)

육류 및

그 가공품
0 0 1 137 0 0 0 0 0 0 3 20 0 0

4

(0.3)

157

(0.3)

야채류 및

그 가공품
2 77 1 7 3 420 8 297 4 37 7 533 11 219

36

(2.7)

1,590

(2.9)

과자류 0 0 0 0 1 59 2 167 0 0 1 6 0 0
4

(0.3)

232

(0.4)

지하수 및

음용수
1 32 1 34 3 279 11 1,355 4 716 5 154 12 234

37

(2.7)

2,804

(5.2)

불명 39 3,390 26 1,282 47 2,180 80 5,625 44 2,133 143 7,221 262 5,309
641

(47.5)

27,140

(50.3)

기타 3 594 5 257 5 229 2 145 8 262 8 319 34 704
65

(4.8)

2,510

(4.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2009>

원인식품별 식중독 발생현황(표 1)을 보면 식중독 발생건수는 어패류 및 그 가공품이

17.4%로 가장 많았지만, 환자수는 김밥과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의 섭취로 인해 발생한

것이 16.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외 육류 및 그 가공품이 많았고 지하수 및

음용수, 야채류 및 그 가공품으로 인해서도 식중독이 발생하였다. 특히, 2007년엔 어패류

및 그 가공품으로 인해 108건이 넘는 식중독이 발생하여 어패류의 위생관리가 시급한 실

정이다.

따라서, 국제적인 기술과 산업 발전 추이에 부응하고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토해본 결

과,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한 규정 중 신규 품목의 사용을 위한 법규개정 및 전자선

조사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는 국내 관련 산업의 기술선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 및 관련연구기관, 산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실용화 기술개

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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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내외 현황

1. 기술발전 동향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은 ‘90년대 초반부터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뒷받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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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0년에 안전한 식품의 준비를 위한 WHO의 황금률 (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방사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금육을 선택해야한다” 라고 발표하였다. 1992년 WHO/ICU(국제소비자 연맹)공

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하였고, 1995년 UR 협상에서 식품교역의 검역

분쟁 해결과 식품 위생화를 위해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2001년 10월 23～25일 국제 방사선 식품조사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ICGFI) 18차 회의(이탈리아, 로마)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적 실용화 확대를 위한 규정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국제기구(WHO, FAO,

Codex 등)에 제안하여 협의하였다. 2002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논란”에 관해

EU Committee에서는 기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조사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여 조사식품의 안전성이 재검증됨에 따라 본 기술의 사용이

EU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Global Industries Analysts (GIA)

2005년 보고에 의하면, 동년 현재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을 포함하여 52개국에서 250여

종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였고, 이 중 30여개국에서 상업적 규모로 본 기술을

실용화하여 년간 수십만 톤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

으며, 매년 약 35%의 신장률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감마선 조사가 원자로에서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Co-60, Cs-137)를 이

용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수용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방사선종간 처리 특성의 차이로 인해

전자선, X-선 등의 방사선이 식품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선, X-선 조

사는 발생장치를 통해 조사처리가 진행되므로 기기작동이 간편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사

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Beam 처리”로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전자선의 경우,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은 약하나 빠른 처리속도와 Conveyor 시스템으로 햄버거 패티, 부

분육(계육 포함), 해산물 등 냉장/냉동이 필요한 식품의 조사에 활발히 연구되었다. 2002

년 미국 USDA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를 시

점으로 전자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식육 가공품의 방사선 조사가 상업적으로 활발히 이용

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와 전자선 조사의 특성 차이가 크게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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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조사물품의 포장, 크기, 온도 조건 등 공정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선종이 다양화 될 것으로 판단된다.

X-선의 이용은 전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아 아직 상업적 규모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X-선 변환장치개발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식품조

사 규모의 에너지 효율을 갖는 발생장치가 상업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

계적으로 감마선 조사와 전자선 조사 이용비율은 80:20 정도로 감마선 조사가 많이 이용

되고 있는데, 주로 향신료, 과일 등의 검역처리를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포장 후

선적이 용이한 감마선 조사가 활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국 내에서 소비되는

식육가공품 등 병원성 미생물 제어 등 식품의 위생화 개선을 위한 방사선 조사는 전자선

의 이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전자선 조사기술의 산업적 활용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 따라서, 전자선, X-선 등 감마선 이외의 방사선 이용연구가 전 세계적

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Food Irradiation Update News Letter (Minnesota Beef Council, 2010. 1.)에 따르면

영국의 한 연구결과에서 FDA/USDA 허가 받은 살균제, 농약, 제초제, 생육촉진제등이

동식물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밝혀 화학적 보존기술의 한계를 시사하고 있다. 미

국의 Dr. Harry Hull는 E. coli와 Salmonella 식중독 사고를 막기 위해선 분쇄육과 채소

류에 방사선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실 예로 Oklahoma의 National Steak and

Poultry사는 E. coli O157:H7 오염이 의심되는 112톤 소고기 회수하는 사태가 발생되기

도 하였다. IAEA는 최근 지구온난화는 새로운 해충이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

에 원자력(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제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농

생물학자들은 농작물의 나방을 제어하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을 이용하면 암컷 수컷 모두 불임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 나방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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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외 산업 현황

초기 방사선 조사된 식품범위는 향신료 및 한약재, 건조식물성 조미료, 신선과실 및

채소류(주로 수 출입), 밀가루 및 기타 곡류, 마쇄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닭고기, 해

산물 및 기타 식품이다. 식품조사 수입은 2005년도에 7억 6천 6백만 달러로 예상되었으

며,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10년에는 식품조사기술이 수입을 끌어 올려서 19억 달러가

될 것이며, 식품조사 수입은 2000~2010년 기간에 연간 36%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국은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크며 그 수입이 2005년에 2억 8천 7백만 달러이며 2010년에는

5억 8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와 아시아, 태평양국가, 중동 및 라틴 아

메리카를 포함한 기타 세계시장이 39.5~46.6%의 시장성장을 이룰 것으로 전망했다(GIA,

2005).

가. 미국 및 캐나다

향신료와 식물성 조미료는 미국에서 중요한 방사선 조사식품이며 파파야와 분쇄 쇠고

기가 소량 처리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비용은 파운드당 1/2 cent부터 7 cent이며 제품의

형태, 방사선종, 처리 물량 및 조사 시설의 위치에 따라 다르다. 방사선 조사 식품과 비

조사 식품과의 가격 차이는 파운드당 5 cent 이하이며 방사선 조사된 식물성 약재와 향

신료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과 같은 값으로 판매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 육류가 35개주

의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다. 일인당 연간 쇠고기 소비량은 65파운드, 돼지고기는 52

파운드, 닭고기는 약 80파운드가 소비되어, 연간 약 450억 파운드의 방사선조사 가공육이

소비되는 셈이다.

방사선 식품조사 수입은 단순 처리비용만을 계상하였을 때, 2005년도에 766백만 달러

로 예상되었으며,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10년에는 19억 달러로 2000~2010년 기간에 연

간 36%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수입이 2005년에 287백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Canada에서는 현재 감자, 밀, 양파, 통 밀가루와 건조 조미료 제품만이 방사선조사 할

수 있도록 허가되어 산업적으로 처리되고 있다. 확장하려고 하는 품목은 신선 및 냉동 가

금육류, 가공 및 건조새우, 신선 및 냉동 쇠고기와 망고이다. 캐나다에서 식품조사에서 발

생되는 수입은 2005년에 6천 3백만 달라(US)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수입은 급속도로 개

선 되여 2006년에는 7천 9백 50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1억 4천 9백 60만 달러로 될 것이

며, 2000년 ~ 2010년 사이에 연간 성장률이 39.7% 이상 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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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럽

방사선 조사 할 수 있도록 허가된 식품의 종류는 유럽의 나라에 따라 다르다. 현재

이 지역의 여러 회사에서는 건조 방향성식물성 약재, 향신료와 채소 조미료가 방사선 조

사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는 최고 조사선량이 10 kGy로 제한되어 있다. 2005년도에 유

럽은 전체 방사선조사 식품의 약 14%가 계산 되었으며 방사선조사 식품의 수입은 2005

년에 1억 8백 60만 달러였으며 2006년에는 1억 3천 7백만 달러로 예상되고 2010에는 2억

일천 3백만 달러가 될 것이며 2000~2010 기간에 연간 성장률을 24.9%로 반영 한 것이다.

다. 아시아 등 기타 지역

식품조사 산업은 여타 세계시장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서 높은 생산량을 나타내

고 있으나 방사선조사 기술침투는 저조 하다. 지역적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중동 및 라

틴아메리카가 포함되며 수입은 2005년도에 3억 6백 50만 달러이며 2010년에는 9억 8천 9

백만 달러가 될 것이며 2000년 ~ 2010년간 CAGR 46.6%의 성장을 이룰 것이다.

중국 소비자는 1990년 이래 방사선조사 사과를 맛보았다. 1995년 이래 Belgium과 중

국에서 방사선조사 향신료, 조미료와 기타 식물성조 미료가 시판 되었다. 2004년 중국에

서 약 10만 톤의 식품이 방사선조사 되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마늘 이었다. 태국에서는

Nham라고 부르는 방사선조사 발효 돼지고기 소시지가 소매업자와 소비자로부터 대단

한 인기를 얻어 대형 시장이 형성되었고 이 지역에서 제품의 우수성이 선전 되었다.

1993년 방글라데시에서는 Chittagong에 있는 준 상업적 방사선조사 시설에서 처리된 방

사선조사 수산물을 시판 하였다. 1990년대 초기 이래 남아프리카에서는 쇠고기와 닭고기

로 가공된 즉석식품이 저장기간이 연장되며 안전하게 산업적으로 유통되었고, 이와 같은

식품은 옥외 활동과 하이킹, 사파리, 등산 등 대형 행사에서 큰 인기였다. 아르헨티나는

1985년에 방사선조사 양파와 마늘의 판매를 전격적으로 추진하고 기대이상으로 3일 만에

10톤이 판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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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별 관련규정

가. CODEX 규정 (요약)

CODEX에서 규정한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CODEX 국제식품규격의 일반 기준의 내

용을 표 2에 나타내었다(GENERAL STANDARD FOR IRRADIATED FOODS CODEX

STAN 106-1983, REV. 1-2003).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적용 범위 (Scope)

이 기준은 방사선조사 처리된 식품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검사를 목적으로 측정계기

에 의하여 조사된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조사처리의 일반 규정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Process)

방사선원으로는 Co-60 또는 Cs-137에서 발생되는 감마선, 에너지량이 5MeV 이하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X선, 에너지량이 10MeV 이하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전자선을 식품조

사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식품의 최대흡수선량은 10kGy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각국 정부에 의해 허가를 받고 등록된 시설에서만 행할 수 있으

며, 조사시설은 안전성, 조사효과, 식품위생에 관한 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조사시

설은 훈련된 요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며 조사시설 내의 조사처리 관리에 있어서도 선

량측정을 포함하는 기록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조사시설 및 기록은 국가가

요구할 때 항상 공개되어야 하며 조사처리의 관리는 식품조사 실시에 관한 국제식품규격

위원회(CAC/RCP 19-1979, ReV.1-2003)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조사식품의 위생 (Hygiene of Irradiated Foods)

조사식품의 위생은 조사식품의 위생에 관한 일반규정(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CAC/RCP 1-1969, ReV.3-1997) 및 개개의 위생취급 규정(Code of Hygienic

Practice)에 따라야 한다.

4) 기술적인 요구사항 (Technical recommendations)

○ 일반적인 요구사항 :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그 행위가 기술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위생적으로 취급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식품조사는 우수위생규범 및 우수

제조규범 또는 우수농업규범의 대용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 식품의 품질 및 포장에 관한 요구사항 : 조사하고자 하는 식품 또는 포장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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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품질이 적절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조사에 적합해야 된다. 식품 또는

포장 재료는 조사 전후에 조사기술에 관한 필요사항을 고려하면서 우수제조규범

에 의거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5) 재조사 (Re-irradiation)

해충의 방제를 목적으로 저수분식품(곡류, 두류, 건조식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상기 조사처리의 일반규정에서 기술적인 요구사항까지의 항목에 따라 조사된

식품을 재조사해서는 않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식품을 재조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식품안전성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 저선량으로 조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

품을 조사한 경우

․조사된 식품소재가 5%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조사하였을 때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이온화방사선의 최대선량은 특정 기술적인 목적을

위한 가공의 일부분으로써 1가지 이상의 이점이 있을 경우 재조사한 식품의 최대축

적 흡수선량은 10 kGy를 초과해서는 않된다.

6) 방사선 조사 식품 품목별 처리 기준 (Post Irradiation Verification)

방사선 조사식품은 지난 50여년간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주도로 체계적인 연구가 추진

되어 FAO/WHO/IAEA에서는 10 kGy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의 안전성을 인정하였고,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기술보고서를 각 국에

배포한 바 있다. 이상의 결론과 더불어 Codex 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Codex 일반규격 및 운영규정을 채택하고 각 국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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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HO/FAO/IAEA 및 Codex의 식품 방사선 조사 국제적 합의 규격

식품군 방사선조사 목적

기술적 선량범위

(kGy)

(min) (max)

식품군 1:

구근류, 근채류, 괴경식물
저장 중 발아억제 0.05 0.2

식품군 2:

생과일 및 신선야채류

a)숙도지연

b)해충구제

c)저장성 연장

d)검역관리*

0.3

0.3

1.0

0.15

1.0

1.0

2.5

1.0

식품군 3:

곡류 및 그 분말류, 건과류,

유지종자, 두류, 건조과일

a)해충구제

b)미생물 감균

c)발아억제(밤)

0.3

1.5

0.1

1.0

5.0

2.0

식품군 4:

어류, 해산물, 개구리다리, 민물

및 육상무척추동물

(신선 및 냉동)

a)병원성미생물 감균**

b)저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관리**

1.0

1.0

0.1

7.0

3.0

2.0

식품군 5:

가금육과 적색육 및 그 육제품

(신선 또는 냉동)

a)병원성미생물 감균**

b)저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관리**

1.0

1.0

0.5

7.0

3.0

2.0

식품군 6:

건조채소류, 향신료, 양념류,

동물사료, 건약재 또는 약용차

a)병원성미생물 감균**

b)해충구제

2.0

0.3

10.0

1.0

식품군 7:

동물 근원의 건조식품

a)해충구제

b)곰팡이 억제

c)병원성미생물 감소

0.3

1.0

2.0

1.0

3.0

7.0

식품군 8:

전통식품과 기타식품 -

건강식품, 환자식용 전통식품,

아라비아검 및 기타 증량제, 군

식량, 꿀, 우주식량, 특수향신료,

액상란(卵)

a)미생물 감균

b)멸균

c)검역관리

***

***

***

* 최소선량은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대해 정해질 수 있음.

** 최소선량은 식품의 위생적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정함.

*** 특정 목적과 식품 원료에 대해 정해지는 최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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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uropean Unions (EU)

EU 과학위원회(Science Committee)에서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조사식

품에 대한 첫 번째 규정을 1988년에 마련하였다. EU회원국은 발아지연 및 부패미생물과

유해미생물 제거를 위해 방사선 조사식품을 허가하는데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EU의

기준은 Directive 99/2/EC와 Directive 99/3/EC에 규정되어 있고 회원국은 이 기준을 준

수하여야 하나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 규제를 위해 영국과 같이 자국 규정을 사용 하는

국가도 있다.

Directive 99/3/EU 규정에서는 딸기, 파파야, 망고, 콩과류, 건조야채, 씨리얼, 근채류,

향신료, 새우, 가금육, 개구리 다리, 고무수액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방

사선 조사된 식품뿐만 아니라 방사선이 조사된 재료가 식품에 사용된 경우도 방사선 처

리가 되었음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EU에서는 각 회원국 방사선 조사시설에 대한 사찰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표 3).

표 3. EU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딸기 2 근채류 10

파파야 1 향신료 3

망고 1 새우 7

콩과류 10 가금육 5

건조야채 1 개구리 다리 10

씨리얼 0.2 고무수액 10

다. 유럽

1) 영 국

영국의 방사선 조사식품 규정은 UK Food Safety Act SI2490과 SI2489에 명시 되어

있고 1991년 2월 13일 이후부터 방사선 식품조사가 허가되었다(표 4). 이 규정은 소비자

에게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 표시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표시는 조사

처리되지 않은 식품 내에 조사된 원료가 사용된 경우에도 적용되며, 방사선 조사되었음

(irradiated) 또는 이온화 방사선으로 처리되었음(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UK SI 1990 No. 2490). 영국에서 식품의 방사선 조사

는 식품에 존재하는 식중독 세균제거, 숙도지연, 부패지연을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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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 폐기되는 식품의 양을 감소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사선 조사가 허가된

식품 품목은 과일류, 야채류, 곡류, 근채류, 향신료, 해산물, 가금류 등이다.

표 4. 영국에서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과일류 2 향신료 10

야채류 1 생선 및 해산물 3

곡류 1 가금류 7

근채류 0.2

2) 프랑스

독일과 반대로 프랑스는 많은 품목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1970년 방

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표기에 관한 법령에서 irradié(방사선 조사되었음) 또는 traité par

irradiation(방사선조사로 처리되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1991년 법령에 의하면 traité par ionisation(이온화로 처리되었음) 또는 traité par

rayonnements ionisation(이온화조사 처리되었음)이라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하였다. 1972

년에는 감자에 대해 0.75～150 Gy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였으며 그 후 5년에 걸쳐 발아

억제를 위해 양파, 마늘에 대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였다. 그리고 JECFI (The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Irradiation)의 1980년 발표 후에 더 많은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를 허용하였다(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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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프랑스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튀긴 향신료 10 고무추출액 3

양파 0.075 재구성 닭고기 5

마늘 0.075 닭고기 부산물 5

파 0.075 냉동 개구리 다리 5

건조야채 및 과일 1 건조 혈액분 10

쌀가루 4 냉동새우 5

계란 흰자 3 카세인 6

3) 벨기에

벨기에서는 「Directive 1999/2/EC」에 의해 2002년 5월 28일에 Fleurus에 IBA

Mediris S.A. 조사공장이 승인되어 11개 품목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표 6).

표 6. 벨기에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감자 0.15 고무추출액 3

양파 0.15 재구성 닭고기 5

마늘 0.15 냉동 개구리 다리 5

파 0.15 냉동 새우 5

야채 및 근채류 1 계란 흰자 3

딸기 2

4) 기타

유럽 기타국가의 방사선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을 표 7에 나타내었다. 이태리에서

도 Directive 1992/3/EC에 동의하여 한 개의 상업용 조사시설을 이용하여 감자(0.15

kGy), 고구마(0.15 kGy), 마늘(0.15 kGy), 근채류(1 kGy), 씨리얼(1 kGy), 닭고기(7 kGy),

새우(3 kGy)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자국의 독립적인 규정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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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Directive/2/EC의 규정에 따라 EU가 인증한 상업적 조사시설(Gamma Service,

Isotron Deutschland GmbH)에서 향신료와 건조야채에 대해 10 kGy 이하만 허가하고 있

다. 네덜란드는 Directive 1992/3/EC에 동의함에 따라 두 개의 상업용 조사시설을 이용하

여 건조야채 및 과일(1 kGy), 고무추출액(3 kGy), 냉동 개구리 다리(5 kGy), 계란흰자(3

kGy)에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표 7. 유럽 기타국가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국가 허가품목 선량

이태리 감자 0.15

고구마 0.15

마늘 0.15

근채류 1

씨리얼 1

닭고기 7

새우 3

독일 향신료 10

건조야채 10

네덜란드 건조야채 및 과일 1

고무 추출액 3

냉동 개구리 다리 5

계란 흰자 3

라. 북미

1) 미국

미국은 다른 국가보다 많은 품목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는데 식품의 발아지연,

위해 미생물 및 해충 제어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사용하고 있고 Federal Registration 12

CFR Ch. I §179.26에 방사선 조사에 대한 허가 품목과 선량을 규정하고 있다(표 8). 방

사선이 조사된 식품은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된 원료가 식품에 사용된 경

우 표시의무화 규정은 없다. 다른 국가와 다르게 미국은 돼지 도체에도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미국육류협회(2009)는 우육 도체에 대한 전자선 조사허가를 상정한 상태

이다(http://www.meatam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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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국의 방사선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돼지 도체 1 닭고기 편의식품 3

식품첨가용 효소 10 쇠고기 4.5

건조야채 30
분쇄육 ( 닭 고 기 ,

쇠고기, 돼지고기)
4.5

파프리카 <30 계란 3

냉동 닭고기 3 씨앗 8

닭고기 3 우주식품(쇠고기) 44

어류 및 수산식품 5.5 구근류 0.15

곡류 및 곡류가공품 0.5 건조식육 25

신선과일 및 채소 1 향신료 30

2) 캐나다

캐나다는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Health Canada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표 9). 방사사선이 조사된

식품에 대하여 ‘irradiated’ 또는 ‘treated with irradiation’ 라고 표시를 해야 한다. 하지만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가 10% 이상 식품에 사용된 경우에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망고의 경우는 수입할 때 해충방제 목적으로 0.9 kGy까지 허용하고 있다. 식중독 세균

제어를 목적으로 가금육에는 3 kGy까지 조사시킬 수 있다. 새우는 위해 세균 및 부패세

균을 제어하여 저장기간 연장 목적으로 5 kGy까지 조사를 허가하고 분쇄 쇠고기는 E.

coli O157:H7 제거 목적으로 미국과 같이 4.5 kGy까지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표 9. 케나다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망고 0.9 새우 5

가금육 3 분쇄 쇠고기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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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아․태 지역 (Asia-Pacific Region)

1) 중국

중국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규정을 농업부에서 1982년에 재정하고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와 ICGFI (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의 Good Irradiation Practice을 기초로 하여 1996년 Hygenic Controls of

Irradiated Foods에서 10품목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표 10).

표 10. 중국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소고기, 닭고기 2.5 건조 과일 0.4

돼지고기 0.65 건조채소 및 향신료 10

신선과일 및 채소 1.5 육가공품 8

콩류 0.2 고구마로 만든 술 4

곡류 및 곡류가공품 0.6 구근류 1.5

2) 인도

인도에서는 원자력부(Atomic Energy Department)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규제하고

있고 법적 근거는 Atomic Energy Act에 명시되어 있다. Atomic Energy Act 2(h)와

9(2)(d)에 방사선조사 허가 품목과 허가선량이 명시되어 있다(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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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인도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양파 0.09 밀 및 밀가공품 1

감자 0.1 망고 0.75

냉동 해산물 6 건포도 0.75

향신료 14 무화과 0.75

쌀 1 대추야자 0.75

생강 0.15 마늘 0.15

식육제품 4

3) 호주와 뉴질랜드

호주와 뉴질랜드는 Australia New Zealand Food Authority를 구성하여 동일한 규정

을 적용한다(표 12). 방사선 조사에 관련 규정은 Standard A17과 A19에 명시되어 있다.

방사선이 조사된 경우엔 ‘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 또는 'Treated with ionizing

electrons' 이라고 표시해야 하고 방사선이 조사된 원료가 포함된 식품에도 표시를 해야

한다.

표 12. 호주와 뉴질랜드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허가품목 및 선량(kGy)

품목 선량 품목 선량

신선 과일 및 채소 1 구근류 1

건조채소 및 향신료 10

4) 일본

일본을 1973년 이래 감자에만 발아억제를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또

한 단체급식 및 외식산업증가로 인한 병원성 세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과 대장균 O-157

의 발생으로 인해 현재 일부 식품에 대하여 감마선 조사에 대한 규제폐기를 서두르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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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아시아 국가

아시아 기타국가의 방사선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을 표 13에 나타내었다. 태국의

식품 방사선 조사관련 규제는 Ministry of Agriculture and Cooperative에서 주관하고 있

으며 저장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망고, 망고스틴, 론간, 리치, 람부탄, 파인애플에 대해

400 kGy이하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우엔 베트남 원자력 위원회에

서 제정한 규정을 바탕으로 식품멸균을 목적으로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1992년 Codex Standard를 바탕으로 제정한 Malaysian Standard on Food

Irradiation (MS1265:2007)과 Food Act 1983 Regulation 396(2)(a) 근거로 방사선 조사를

식품에 허용하고 있다. 필리핀은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에서 Administrative

Order 152s. 2004를 근거로 발아억제와 해충 및 미생물 제어를 목적으로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 19 -

표 13. 아시아 기타국가의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및 허가선량

국가 허가품목 선량(kGy)

태국 망고

망고스틴

론간 0.4

리치

람부탄

파인애플

말레이시아 쌀 1.0

고추 10

냉동 새우 5

생강 0.05

코코아 6

파파야 0.15

냉동 닭 3

베트남 새우 5

가재 3

개구리 다리 7.5

건조 물고기 7

냉동 조개관자 5.5

냉동 해산물 4

냉동 과일 3

필리핀 근채류 0.2

과일 및 야채 2.5

곡류 5

견과류 5

콩류 5

건조과일 5

해산물 7

가금육 7

육류 7

향신료 30

축산동물 유래 건조식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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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현황

가. 국내 기술 동향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국내 연구는 80년대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수행

되기 시작하였다. 연구개발의 재원은 1992년 국가연구개발사업(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본

격적인 시행 전까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본사업으로 수행되었다. 1997년도 국가차원

의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수립과 함께 방사선 조사식품 분야의 연구도 중장기 발전계획

과 시행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고 있다. 2009년도 현재 제3차 원자력진흥종

합계획(2007년 - 2011년)에 의거하여 제4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중 방사선기술개발사업

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1단계(2007년 - 2009년, 3년)를 수행 중이다.

국내의 방사선 조사 연구는 감마선을 방사선원으로 연구하였으며, 2000년까지 대부분

의 연구들이 Co-60의 감마선을 조사선원으로 사용하였다. 2000년대 들어 한국원자력연구

원이 자체 개발한 전자선 조사기기와 EB-Tech(주)가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전자빔 조사

기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도 전자선 조사연구가 시작되었다. 제3차 원자력연구개발사업

(2002년 - 2006년)을 통해 전자선 조사에 대한 기초, 기반연구가 수행되었고, 제 4차 원

자력연구개발사업 1단계(2007년 - 2009년)에서 실용화를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였다.

식품에 대한 초기 연구는 감자, 양파, 마늘, 밤 등 농산물의 저장기간 연장 및 유통

중 품질유지를 위한 저선량(< 1 - 3 kGy)의 방사선 조사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0년대

에는 식품의 주요 부패균, 병원성 미생물 등에 대한 방사선 영향연구 및 감수성 평가, 인

삼 등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검역관리 연구, 식육 및 가공품, 수산식품 등의 안전공급 기

술개발과 함께 방사선 조사시 식품의 관능품질 유지를 위한 병용처리 연구가 시작되었

다. 2000년대에는 본격적인 식품가공기술의 한분야로서 방사선 기술의 적용을 위한 병용

처리기술을 개발하였고, 세계최초로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한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개발

연구를 착수하였다. 한편, 1998년에 세계보건기구(WHO, 1997)로부터 고선량 조사식품(<

75 kGy)의 안전성(건전성) 평가가 보고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선량에 구애없이 식품의 안

전저장과 위생적 제품생산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왔다. 따라서, 국제적인 연

구동향에 부응하고 선도하기 위해 국내에서도 2000년대부터 고선량 조사에 대한 광범위

한 연구를 전개하였고, 2003부터 방사선 조사와 식품공학기술을 병용하여 8종의 우주식

품(김치 : 25 kGy, 라면 : 10 kGy, 수정과 : 6 kGy, 생식바 : 10 kGy, 비빔밥 : 25 kGy,

불고기 : 44 kGy, 미역국 : 10 kGy, 오디음료 : 6 kGy)을 개발하였다. 2010년부터는 안전

한 식품개발과 국가재난/비상사태시 구호식량의 안정공급, 환자, 영․유아, 특수 환경종

사자 등을 위한 차별화된 식품 제공 등 급변하는 주변 환경에서 부응하고 관련분야 기술

고도화 및 산업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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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 동향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그린피아기술(주)]에 의한 국내 최

초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 설치, 산업화를 달성한 이래 1987, 1991, 1995, 2004년 한국원

자력연구원과 국제기관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로부

터 26개 식품품목(약 60여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를 취득하여 국내에서 실용화

및 산업화 확대에 필수적인 기반을 확립하였다(표 14). 2009년 현재 산업체 2곳[그린피아

기술(주), 소야(주)]에서 상업적 감마선 조사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2006년까지 평균 처리용량은 평균 5 kGy를 조사 기준으로 할 때, 50톤/일 규모이었으

며, 향신료 등이 가공식품 원료용으로, 기타 식품 및 식품원료가 수출목적으로 감마선 조

사되었다. 그러나, 2007년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 개정 공고(2007-69, 2007년 10월 19일)

이 후 식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급감하여 2009년 현재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일부 수

출용 건조야채류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식품공전)에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이용하는 방사선 종

류를 감마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식품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하여 전자선, X-선 등의 다양

한 방사선의 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자선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 연구용 전자선 조사

시설이 취약하고 단편적으로 수행되어 왔고, 초보단계의 연구 수준에 있었으나, 2000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산업체 2곳에 전자선 조사시설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

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개발은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기초/기반연

구 및 실용화 연구가 수행하여 일부 기술은 현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과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준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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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국내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허가품목
허가조사선량

(kGy)
목적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생 및 건조)

7 kGy

7 kGy

5 kGy

발아, 발근억제

발아, 발근억제

살충, 숙도조절

건조향신료 10 kGy 살균, 살충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조미식품제조원료용전분

7 kGy

7 kGy

5 kGy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효모, 효소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7 kGy

10 kGy

7 kGy

7 kGy

7 kGy

10 kGy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살균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및 두류 및 그 분말

조류식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분말차

침출차

5 kGy

5 kGy

7 kGy

10 kGy

10 kGy

10 kGy

10 kGy

살균

살균, 살충저장

살균, 살충, 물성개선

살균

살균

살균, 살충

살균, 살충

(식품공전, 2009년)

다. 식품위생법(식품공전)상의 관리규정

현재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준은 식품공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현

행 식품공전의 “제 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7) 식

품의 방사선 조사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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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

(1) 사용방사선의 선원 및 선종은 Co-60의 감마선으로 한다.

(2)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의 목적에 한하여, 식품에 방사선을 조

사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①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

㉮ 감자, 양파, 마늘 : 0.15 kGy이하

㉯ 밤 : 0.25 kGy이하

㉰ 생버섯, 건조버섯 : 1 kGy이하

㉱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

5 kGy이하

㉲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효모·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

(홍삼포함) 제품류: 7 kGy이하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2차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 10 kGy이하

(3) 일단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

조·가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조사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5) 표시기준

※ 첨 부 3 : 2010년부터 시행중인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시기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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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개정 및 신규신청(안) 내용

1. 기존 문구(가공식품제조원료용)의 삭제

현재 식품공전의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에는 “① 허용대상 식품별 흡수선량 ㉱ 난

분,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 5 kGy이하

㉲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가공

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효모·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 제품

류: 7 kGy이하” 로 규정되어 있어 “가공식품 제조원료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제품에 대

해서는 방사선 조사를 사용할 수 없어 산업적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

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산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식품공전에 표기되

어 있는 “가공식품제조원료용” 문구를 삭제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이 다양한 용도로 이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전자선 조사

가. 전자선 조사의 특징

전자선 조사(electron-beam irradiation)는 그림 2과 같이 전자선 가속기로 발생시킨

가속 전자선을 이용하여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고분자 가교 및 특성 개선 등

에 활용하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한 분야이다. 이때, 전자선은 감마선(gamma-ray)과 X선

(X-ray)과 같이 물질을 이온화시킬 수 있는 이온화 에너지(ionizing energy)의 한 형태로

다른 두 형태의 방사선에 비해 높은 선량율과 낮은 투과력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그림

3). 전자선은 감마선과 X선에 비해 투과도가 낮아 살균에 필요한 선량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에 있으나, 감마선에 비해 처리속도가 빠른 특징이 있어 냉장, 냉동식품의 처리에 효

과적이며 대량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선 조사시설은 감마선 조

사시설과 달리 두꺼운 차폐시설과 방사능 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컨테이너 및

차폐수 등이 불필요하므로 설치비용이 저렴한 장점이 있고 필요에 따라 간편하게 X-선

으로 변환하거나, 이동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 이용이 가능하다.

전자선 조사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10 MeV 이하로 피조사물의 방사화 염려는 없으며,

위생화 분야에서 저에너지 전자선에 의한 표면살균, 중에너지 전자선에 의한 가루상태

또는 알맹이 상태 제품의 살균, 고에너지 전자선에 의한 포장 제품의 살균 등에 활용되

고 있다. 즉, 에너지 준위에 따라 1.0 MeV 이하의 저에너지 전자선의 투과력은 수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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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cm에 불과하지만, 1 MeV - 10 MeV의 중ㆍ고에너지 전자선은 1 - 20 cm의 투과

력이 있어 식품의 살균, 의료 용구의 멸균, 포장재의 살균, 곡물의 살충처리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식품 조사의 경우 방사선의 종류(감마선, 전자선, X-

선)를 선택할 때 제품의 크기와 모양을 고려해야 한다. 감마선과 X-선에 비해 투과력이

낮은 전자선은 햄버거 패티와 같이 두께가 얇은 제품의 살균에 적합하지만, 칠면조 도체

와 같이 두께가 두껍거나 부정형의 제품을 조사할 경우 감마선 또는 X-선이 보다 적합

하다. 또한, 전자선 조사는 방사성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 장치에서 발생하는 에너

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소비자 수용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이유로 2000년 이후 미국 등

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자선 조사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Product

Accelerator

Window

Beam line

Scanning Magnet

Electron gun

Scan Horn

Electrons

Product movement

그림 2. 전자선 가속기 사진 및 구성도

그림 3. 감마선, X선 및 전자선의 투과도

나. 전자선의 미생물 제어 효과

전자선의 살균효과는 감마선과 마찬가지로 free radical이 DNA 사슬을 손상시켜 그

세포분열능력을 저해하는 것에 기인하며, 기본적으로는 자외선 살균의 원리와 같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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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외선은 투과력이 극히 약하기 때문에 물질의 표면밖에 살균할 수 없는데 비해, 전

자선은 에너지의 크기를 바꿈으로써 그 투과력을 선정할 수가 있으며 표층부의 살균에서

포장제품의 내부 살균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응용할 수가 있다. 전자선은 감마선에

비해 선량률이 높기 때문에 감마선에 비해 살균선량은 약간 높게 된다. 아스퍼질러스

(Aspergilus) 속의 곰팡이를 이용한 실험에서 살균선량은 건조된 상태에서 조사할 경우

약 3 kGy가 필요하지만,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1.5 - 2.0 kGy이다. 한편, 전자선의 에

너지 준위는 미생물의 살균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acillus 및 Aspergillus

fumigus 포자에 대한 전자선 조사효과를 확인한 결과 0.5 MeV와 3 MeV로 동일한 선량

으로 전자선을 조사할 경우 동일한 방사선 감수성을 나타낸다. 제품 내부에서의 살균효

과는 흡수선량과 상관성이 있는데 내부산란에 의하여 저에너지로 된 2차 전자선의 영향

은 거의 적다.

전자선의 경우 감마선에 비해 선량율이 높기 때문에 필요 살균선량이 약간 많게 된다.

그 원인은 짧은 시간에 필요로 하는 살균선량의 조사를 끝낼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세포

외의 산소가 충분히 세포내로 확산하지 않고, 과산화 radical의 생성량이 적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전자선 조사에서는 장시간 조사를 필요로 하는 감마선 조

사에 비해 성분의 산화 열화가 저감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1957년부터 2009년도 까지 전

자선 식품조사에 연구논문은 총 1,500 여편의 방사선 식품조사 논문 중 80편이 보고되었

으며, Song 등(2009)은 굴젓에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및

Vibrio parahaemolyticus를 접종한 후 감마선과 전자선의 살균효과 및 관능품질을 비교

평가한 결과 병원성균의 살균에 있어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하여 효과적이나 관능품질은

전자선 조사 시료가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Park 등(2009) 역시 분쇄우육에

조사한 감마선과 전자선의 미생물학적, 관능적 품질을 비교한 결과 감마선이 전자선 보

다 살균효과가 높았으나 관능품질이 전자선 조사 샘플에 비해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다. 전자선 조사의 산업적 활용 분야

방사선 살균이 가열이나 약제처리 등 다른 처리법보다 우수한 점은 투과력이 강하고,

품질열화가 적으며, 독성물질의 잔류가 없다는 것에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살린 산업에

의 응용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에너지가 1.0 MeV 이하의 저에너지 전자선

은 제품 표층부의 살균에 적합하다. 보통 표면살균에 사용하는 자외선보다 투과력이 알

맞게 크기 때문에 감귤 껍질의 곰팡이를 전자선 조사함으로써 조사하지 않는 경우에 비

해 저장기간을 2배 이상 연장할 수가 있다. 중에너지 전자선은 1 - 5 MeV이며 무포장의

알맹이 또는 가루상태의 것, 몇 개층으로 된 제품의 대량처리에 적합하다. 예를 들면 소



- 27 -

맥분의 균수를 저감할 목적으로 하는 살균처리 (필요선량은 1-2 kGy, 가축사료 원료인

어분의 살모넬라균 살균 (5 kGy), 하수오니의 살균 (3-5 kGy), 하수처리 방류수의 살충

ㆍ살균 (1 kGy)도 적합하다. 또한 살균처리는 아니지만, 같은 이용의 예로서 수입곡류의

살충처리가 있다. 종래의 살충처리법에서는 가스훈증법을 사용하여 왔으나 향후에는 가

스훈증에 의한 살충처리가 점차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그 대체 처리법으로 중에너지 전

자선이 활용될 수 있다.

고에너지 전자선은 5 - 10 MeV이며, 냉동식품의 식중독균 살균 (3 kGy), 생선고기의

식중독균 살균 (2 kGy), 향신료와 생약의 살균 (7-10 kGy), 의료용구의 멸균(완전살균,

25 kGy), 포장재의 살균 (15 kGy) 등의 광범위한 응용이 가능하다. 예를들면 향신료의

경우 전자선 조사시 필요한 살균선량은 감마선에 비해 약간 많다. 향신료의 주요 오염균

은 내수성(耐水性)의 유아(有芽)포 세균이지만 7-10 kGy로 살균할 수 있으며, 최대 50

kGy를 조사해도 향기 성분인 정유(精油)의 성분은 변화하지 않으며, 항산화 성분도 변화

하지 않는다.

한편, 미국은 2000년 1월 USDA가 식육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함에 따라 Minnesota의

Huisken사가 2000년 5월 전자선 조사된 우육을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IBP, Excel,

Tyson, Wal-Mart, Emmpark 등에서 전자선 조사된 우육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학교

급식에도 이용하고 있다. 또한, Hawaii에서는 2000년 6월부터 파파야 등 열대과일에 전

자선을 조사하여 공급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전자선은 식품산업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및 공중보건 제품의 살균, 고

분자 공업용 신소재 개발, 산업폐수 및 슬러지 처리와 같은 환경분야 등 다양한 산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전자선 조사시설이 보다 집약화

되고, 정확해짐에 따라 향후 새로운 응용분야의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전자선 조사의 국제적 이용현황 및 전망

최근 전자선의 X-선 전환이 가능해짐에 따라 단점인 투과도를 증진시킬 수 있어 식

품에의 활용범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감마선 또는 X-선 조사시설에 비해

설치비용 및 처리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향후 전자선 조사 시설의 구축 및 활용이 지속

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표 15). 2009년 현재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허가국 56

개국 중 24개국에서 약 240여기의 연구용 또는 상업용 전자선 조사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표 16). 한편, CODEX 및 미국, EU,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

부분의 방사선 조사 허가국은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위한 조사선원(Radiation Source)으

로 감마선과 전자선을 모두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식품의 전자선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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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법적허가가 필요한 실정이다.

표 15. 방사선 조사선원의 종류에 따른 시설비용 및 처리비용 평가

구분 설 치 비 용
연간 처리량

(육류 / 닭고기)

파운드당 비용

( cent )

전 자 선 조사 4-5백만 US$ 1억 파운드 0.5~1.5

감마선조사 / X-선 조사 5.75-17백만 US$ 2억 2천만 파운드 0.8~2

Food Irradiation Trends, Global Industry Analysts Inc., 2005

표 16. 방사선 식품조사 허가국의 전자선 조사시설 현황

No 허가국명 보유기수 No 허가국명 보유기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오스트리아 [AUSTRIA]

벨기에 [ BELGIUM ]

브라질[ BRAZIL ]

불가리아 [ BULGARIA ]

캐나다 [ CANADA ]

중국 [ CHINA ]

체코 [ CZECH REPUBLIC]

덴마크 [ DENMARK ]

프랑스 [ FRANCE ]

독일 [ GERMANY ]

헝가리 [ HUNGARY ]

인도 [ INDIA ]

5

1

4

3

1

143

4

1

3

8

5

6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이스라엘 [ ISRAEL ]

이탈리아 [ ITALY ]

일본 [ JAPAN ]

폴란드 [ POLAND ]

포르투갈 [ PORTUGAL ]

한국 [ KOREA, REP. OF ]

러시아 연방 [ RUSSIA ]

남아프리카 [ SOUTH

AFRICA]

스페인 [ SPAIN ]

우크라이나 [ UKRAINE ]

영국 [ United Kingdom ]

미국 [ USA ]

1

8

6

1

1

4

12

1

4

2

5

10

Directory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Facilities in Member State, 2008, EBA

Trends in Radiation Sterilization of Health Care Products, 2008, IAEA

2. 식육 및 식육가공품

가. 필요성

식육 및 그 가공제품은 미생물들의 좋은 영양원이 되어 부주의하게 취급될 경우

Salmonella spp., Campylobacter spp.,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O157:H7, Yersinia enterocolitica 등의 병원성 미생물과 Trichinella

spiralis, Toxoplasma gondii, Taenia solium 등의 전염성 기생충이 쉽게 증식되어 질병

을 일으킬 있다. 기존 식육과 그 가공제품의 선도유지 및 위생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가 냉동저장법으로 이는 단백질의 변성에 의한 품질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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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일으키고, 육즙의 유출 등 가공처리시 경제적인 손실을 야기시키며, 장기간 저장할 때

는 지방산패 및 불포화지방산의 감소를 일으켜 결과적으로 품질을 저하시킨다. 둘째로

포장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여기에는 진공포장법, CA포장법, MA포장법, 이중포장법 등이

있는데 산소의 접촉을 차단시킴으로써 미생물의 생육 및 지방산패를 억제시켜 저장기간이 연

장되나 포장된 상태에서 색택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셋째로 화학약품을 이용하는 방

법이 있는데 이는 유기산 및 보존제를 일정 농도로 희석시켜 침지 또는 육표면에 살포하면

미생물의 생육을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이 역시 표면색도가 변질되어 기호도가 저하

되는 단점이 있다. 상기 방법들 중 병원성/부패성 미생물을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

법은 없어 궁극적으로 저장성 연장에는 크게 기여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여러 육류

관련 독성과 질병의 발생뿐만 아니라 식품에 화학물질의 잔류와 식품첨가물 이용에 대한

일반인들의 우려가 증가하면서 세계적으로 방사선 식품조사(Food Irradiation)에 대하여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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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시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식품의 선택기준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매개 질병의 예방과 위생적인 식품 생산기반

확립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식품저장 및 가공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보건당국 및 산업계로부터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식품산업의 고

도화 및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공급,

위생적 생산, 효율적 제조공정, 안전저장 및 유통을 위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식품

가공 및 저장기술로서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열처리, 냉장, 냉동 혹은 보존제, 훈증제 등

의 화학약품처리는 효과, 비용, 건전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되면서

적용분야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의 위생화 기술이 도입되어 전 세계적으

로 연구되고 있으며,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안전성은 이미 세계보건기구(WHO), 국제

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식품의약품국(FDA)등 국제기관과 국제

학술단체에서 식품의 보존 및 위생화 수단으로 그 건전성을 공인하였다. 1960년대부터

안전성 및 건전성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는 고선량 조사에 관한

WHO/FAO/IAEA(제네바, 1997년 9월 15～20일) 공동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 “50년 이상

에 걸쳐 평균 75 kGy (10～100 kGy) 만큼 고선량 조사된 식품을 연구한 결과 그 식품은

미생물학적,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하며 영양적으로 충분하다”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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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허가 현황

국가명 허가품목 국가명 허가품목

영국 가금육 미국 육류, 가금육 및 가공품

터어키 가금육 및 가공품 우크라이나 우육, 가금육

알제리 가금육, 건조 식육 가나 우육, 가금육 및 가공품

방글라데쉬 닭고기 헝가리 닭고기

브라질 가금육 인도 육류, 닭고기 및 가공품

칠레 닭고기 인도네시아 냉동개구리다리

중국 돈육, 닭고기 및 육가공품 이스라엘 가금육

코스타리카 닭고기 유고슬라비아 가금육

러시아 연방 우육, 가금육 및 가공품 남아프리카 가금육, 냉장육류 및 가공품

크로아티아 육류, 가금육 멕시코 돈육, 닭고기 및 가공품

시리아 닭고기 태국 닭고기, 소시지

쿠바 육류 및 육가공품 네덜란드 가금육

프랑스 가금육 및 가공품 파키스탄 육류, 가금육 및 가공품

(IAEA, 2009)

국내외적으로 현재 냉장육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냉장육 유통을 완전히 정착

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방안이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미국 FDA

와 USDA는 병원성 미생물 및 기생충의 살균을 위하여 3～7 kGy까지 방사선 조사된 육

류 및 가공품의 유통을 허가하였으며, 2009년 현재 세계 26개국에서 식육 및 식육가공품

에 대한 방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다(표 17).

나.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위생화

1957년부터 2009년도 까지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위생화를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연구논문은 총 1,500 여편의 방사선 식품조사 논문 중 188편이 보고되고 있다. 방사

선 조사에 의한 식육 위생화 기술의 목적은 미생물학적 안전성, 기생충 억제 및 냉장저

장 기간 연장 등의 목적을 위해 이온화 에너지를 육류에 조사하는 것이다. 육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첫 번째 목적은 예를 들어 Campylobacter jejuni,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s,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p. Yersinia

enterocolitica 등 병원성 미생물과 Trichinella spiralis, Toxoplasma gondii, Tae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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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um 등의 전염성 기생충을 사멸하고, 식품으로 인한 질병발생 및 생명위험과 관계된

사고를 줄이기 위함이다. 또한, 방사선 조사는 식품에 존재하는 비병원성이면서 부패 미

생물의 수를 감소시켜 준다. 따라서, 식육을 포장한 상태에서의 방사선 조사는 냉동유통

중 식육의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우육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 포장(함기/진

공)하여 저장성(-20, 4, 25℃)을 평가한 결과, 실온(25℃)저장을 제외하고 포장방법 및 저

장온도에 관계없이 5 kGy 내외의 방사선 조사는 부패미생물을 살균 또는 감균시켜 저장

기간을 크게 연장시켰으며, 특히 병원성 미생물의 완전 사멸 및 생육억제로 위생화 처리

가 가능하였다(Lefebvre et al., 1992). 한편,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존재하는 주요 기생충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은 표 18과 19에 나타내었으며(Dempster, 1985),

대표적인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표 18. 주요 식육위생 관련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미 생 물 실험대상 방사선 감수성 (kGy)

Aeromonas hydrophila 마쇄 어육/쇠고기 1.3

Camphylobacter jejuni 마쇄 닭고기 1.9

Escherichia coli 최적 생육배지 0.4

Escherichia coli O157:H7 최적 생육배지 1.5~2.0

P seudomonas 최적 생육배지 0.6

Salmonella typhimurium 송아지 고기 3.4

Salmonella paratyphi 소간 1.8

Yersinia enterocolitica 쇠고기/새우 1.2

Staphylococcus aureus 쇠고기 1.9~3.4

Staphylococcus faecalis 최적 생육배지 5.5

M icrococcus radiodurans 최적 생육배지 60

Clostridium botulinum 62A(spores) 햄 15.5

Food-and-mouth disease virus 송아지 신장 36

P oliomyelitis virus 송아지 신장 84

표 19.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매개 기생충 사멸선량

기 생 충 사 멸 선 량 (kGy)

Toxoplasma gondii 0.25

Trichinella spiralis 0.3

Cysticercus bovis 0.4 ～ 0.6

Cysticercus 0.4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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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육가공품 연구결과

1) 양념갈비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육류음식인 갈비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대중음식이며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음식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소비에도

불구하고 갈비는 아직까지 그 양념재료나 제조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으며 가정이나 일

부 음식점에서만 조리,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해 갈비의 원료자체 미생물 안전

성뿐만 아니라 양념재료로부터의 미생물 혼입이 우려되며 이로 인한 미생물 및 위생안전

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Lee 등(2004)은 양념갈비 및 양념갈비에 접종된 식

품매개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갈비내의 접종된 식품매개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E. coli가 0.54 kGy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S.

aureus, S. typhimurium 및 B. cereus가 각각 0.59, 0.64 및 0.66 kGy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중에서 판매되는 갈비 중 식품매개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한 결

과 S. typhimurium이 1.15 kGy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멸균된 갈비에 접종된 식품매

개 병원성 미생물보다 갈비내에 존재하는 식품 매개성 미생물이 감마선 조사에 대한 내

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방사선 조사에 따른 갈비의 관능특성은 조리되지 않은 갈

비의 경우 향은 비조사구가 높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색은 조사구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Kang 등(2006)은 조리된 갈비의 경우 함기포장한 갈비는 조직감, 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

에서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고, 진공포장한 시료의 경우 맛은 7.5 kGy의 선량 이하로

조사된 갈비의 경우 비조사구와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기호도는

감마선 비조사구와 2.5 kGy 조사구의 갈비가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 햄버거 스테이크

Lee 등(2005)은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에 감마선 조사와 항산화제 및 항균제로 알려진

로즈마리 추출분말의 병용처리 효과를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로즈마리 추출분말을 0,

200 및 500 ppm의 농도로 첨가한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를 0, 5, 10 및 20 kGy로 조사한

후 4개월간 냉장(5℃) 및 가속저장(30℃) 하면서 미생물의 변화 및 품질변화를 측정하였

다. 즉석 햄버거 스테이크의 초기 호기성 총균수는 약 5 log CFU/g 이었으나, 방사선 조

사에 의해 햄버거 스테이크의 저장 중 호기성 총균과 대장균군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

켰다. 특히 20 kGy로 조사한 햄버거 스테이크는 냉장저장 4개월 까지 어떠한 미생물도

검출되지 않았다. 총균수가 약 6-7 log CFU/g 정도에 이르렀을 때를 저장 한계로 본다

면, 냉장저장시 방사선 비조사구는 14일 정도이었다. 또한, 관능적 품질 특성을 관찰한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지질 산화 및 관능적 품질저하가 로즈마리 추출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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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첨가하였을 때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소시지

비조사육으로 일반적 방법에 의해 제조된 소시지와 3 kGy 조사된 육으로 소금과 인

산염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소시지를 10℃에서 저장 동안 미생물의 생육양상을 조사

하였을 때, 방사선 조사된 우육으로 제조한 소시지에서는 저장 15일째까지 미생물 생장

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방사선 조사된 우육과 1.2%의 소금을 첨가한 처리구에서는

저장 30일 까지 미생물 생장이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교구에서 저장 30일째 미생물

의 생장은 8.4 log CFU/g 수준에 달해 이미 소시지의 상품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나 낮은 소금함량에도 불구하고 방사선을 처리할 경우 미생물학적 측면에서 저장기간이

연장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3 kGy 조사된 분쇄우육을 사용하여 소금(1.2%)과 인산염

(0.3%)을 첨가하여 제조한 소시지와 일반적 제조 배합비로 생산된 대조구(비조사 만육,

소금 1.5%, 인산염 0.3%)와의 저장성 물성적, 가공적, 관능적 평가를 비교시험 하였다.

방사선 조사된 분쇄육으로 제조된 소시지는 대조구와 비교하였을 때 물성적, 기공적 특

성의 차이가 없었다(Byun et al., 2002).

4) 햄버거 패티

Lee 등(1999)은 천연항산화제와 감마선 조사를 병용처리한 쇠고기 햄버거 패티의 위

생화와 저장성 연장을 위하여 200ppm의 BHA, ascorbyl palmitate(AP), α-tocopherol 및

β-carotene을 각각 첨가한 햄버거 패티와 불고기 버거 패티를 제조하고 1.5 kGy와 3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저장기간 동안 미생물 생육과 지방산패 정도를 측정하였다.

3 kGy 조사된 햄버거 패티는 저장성이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고, 미생물 생육의 억제를

위해서는 AP를 첨가한 패티가 가장 효과가 있었다. 패티의 지방산패는 모든 시험구에서

저장기간의 경과와 조사선량의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BHA를 함유

한 패티에서 가장높은 항산화력을 보였다. 미생물 생육 및 지방산패억제를 위한 최적 감

마선 조사선량과 천연항산화제의 탐색 결과 AP를 첨가한 3 kGy 로 조사된 패티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5) 병용처리 방법

이온화 방사선은 지방과 색소를 산화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방사선 조사된

식육은 소매점 판매를 위해 개봉될 때까지 산소와 접촉이 없는 상태로 포장하여 유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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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관능적 품질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항산화제 처리 및 진공/질소포장 등 병용처리가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Brewer, 2004 & 2009).

Ann 등(1991)은 C. botulinum의 성장과 독소생성에 대한 방사선 조사선량, 포장 공기

조성과 저장온도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25℃에서 2일 저장 후 모든 시험군 (조사선량 0,

0.5, 1 kGy; 산소농도 0, 10, 20%)에서 독소가 생성되었으나, 낮은 방사선 조사선량과 무

산소 상태는 15℃ 이하의 저온저장 조건하에서 C. botulinum에 의한 독소생성을 지연시

켰다. 또한, 포장시 이산화탄소와 질소 농도의 비율을 달리한 조건에서 산소:질소=20:80

또는 산소:이산화탄소:질소=20:20:60 보다 이산화탄소:질소=20:80 농도에서 독소생성이 2

주 정도 지연되었다. 따라서, 진공/질소 포장방법과 방사선 조사의 병용처리는 관능적 품

질변화를 최소화하며, 미생물생육 저해시킬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3. 수산 건조식품

가. 필요성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거나, 조미료를 가하여 건조한 건어포류는 수산가

공품을 단순히 냉동시킨 수산 냉동식품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유

통되는 쥐치포는 대부분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생산 및 제조하여 수입

되고 있으며, 수입량은 1990년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 베트남 356, 746 M/T, 중국

19,175 M/T, 태국 1,780 M/T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수입된 건조 쥐치포는 원산지에서

의 비위생적인 제조 및 운송과 국내에 수입된 이후의 비위생적인 유통 및 보관으로 인해

위생상의 위해가 문제시 되어, 2002년부터 2004년 까지 수입된 건어포류의 수입검사 실

적을 살펴보면 약 1.5%의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폐기되었으며, 쥐치포의 경우

2007년 7월 총 수입수산물 58,755건 중 건제품 23건(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한,

20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쥐취포에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 국내생산 및 수입 건포류

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Ham 등

(2006)은 도매시장에서 유통되는 건포류 32건(오징어류 14건, 명태류 10건, 쥐치포 4건,

대구포 그리고 조개류 각각 2건씩)을 조사한 결과 일반 세균수가 1.1×107 CFU/ml, 대장

균군수 9.0×103 CFU/ml, 그리고 포도상구균수 5.4×106 CFU/ml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 35 -

한편, 방사선 조사 기술은 강한 투과력을 지니고 있어 제품을 포장한 상태에서 연속

적으로 조사 처리가 가능하여 살균처리 후 재포장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 최소한의 성

분 파괴 및 냉장, 냉동상태에서도 살균이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유해성분이 잔류되지 않

는 환경친화적 기술로 인정받아 식품의 위생학적 품질 유지를 위해 이용되고 있다. 특히,

건어포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현재 세계 18개국에서 해충구제, 미생물 생육억제 및 저

장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허가 선원으로는 감마선, 전자선 및 X-선으로

서 5 kGy 이하의 선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표 20).

표 20. 어류 및 수산가공식품(Fish and Seafood)에 대한 방사선 조사 허가 현황

No
국가

(Country)

제품

(Product)

선량

(Max,

kGy)

No
국가

(Country)

제품

(Product)

선량

(Max,

kGy)

1
알제리

(Algeria)

제한없음

(any)
10.00 10

멕시코

(Mexico)

제한없음

(any)
10

2
방글라데쉬

(Bangladesh)

제한없음

(any)
5.0 11

파라과이

(Paraguay)

제한없음

(any)
5

3
브라질

(Brazil)

제한없음

(any)
- 12

페루

(Peru)

제한없음

(any)
5

4
체코

(CzechRepublic)

제한없음

(any)
5 13

필리핀

(Philippines)

제한없음

(any)
7

5
가나

(Ghana)

제한없음

(any)
5 14

사우디아라비아

(Saudi Arabia)

제한없음

(any)
-

6
인도

(India)

제한없음

(any)
6 15

남아프리카

(South Africa)

제한없음

(any)
-

7
인도네시아

(Indonesia)

Fish(dried)

Shellfish

(frozen shrimps)

5

5 16
시리아

(Syria)

제한없음

(any)
5

8
베트남

(Vietnam)

제한없음

(any)
7 17

태국

(Thailand)

Fish(dried)

Fish products

Shellfish

(shrimps)

1.00

2.20

5.00

9
잠비아

(Zambia)

제한없음

(any)
5 18

터어키

(Turkey)

제한없음

(any)
5

(IAEA,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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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산 건어포류의 위생화

건조 어포류에는 수산식품 유래 Salmonella, Vibrio 및 Staphylococcus와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유통되는 쥐치포의 경우 황색

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수차례 검출되어 건포류에 대한 위생

화 방법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1990년대 동남아국가들에서 건조 수산물에 대한 방사

선 조사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비교적 저선량의 방사선 조사를 통해 수산식품의

저장기간을 최소 2 - 3배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건조 수산식품의 위생화는 수산식품을 완전히 포장된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방사선 조사는 대표적인 비가열 살균 기술로

서 기존의 식품가공 살균기술에 비해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저장기간 연장 및

위생화를 위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다. 1957년부터 2009년도 까지 식육 및 식육가공품

의 위생화를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연구논문은 총 1,500 여편의 방사선 식품조사

논문 중 39편이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어포류에 대한 방

사선 조사의 연구 현황은 다음과 같다.

다. 국내 연구결과

1) 건조 수산식품

Cha 등(2009)은 방사선 조사가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미생물학적, 관능적 품질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초기 미생물 오염도는 약 6.86 log

CFU/g로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감마선의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생물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는 관능적 품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입산 건조 쥐치포의 위생

학적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할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위생

적인 건조 쥐치포의 제공이 가능하리라 사료되었다.

Kwon 등(1995)은 건멸치의 저장기간 향상을 위하여 감마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균

과 효모/곰팡이의 D10 값은 각각 1.33, 2.02로 나타났으며, 5 kGy의 방사선 조사는 건멸

치의 미생물학적 품질 개선을 물론 저장성 향상에도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오징어포는 쥐치포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어포류로 오징어

포의 위생화를 위한 방사선 조사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오징어

포의 일반세균은 약 7.27 log CFU/g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해 오

염미생물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실온에서 9개월간의 저장실험에서도 미생물에 의한 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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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Yim, 1985).

북어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선을 조사한 결과 북어의 초기 오염

미생물은 약 4.0 log CFU/g 이었으며, 15℃에서 3개월간 저장후에는 약 7.0 log CFU/g

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3 kGy의 방사선 조사시 저장 6개월 까지도 미생물은 검

출한계 이하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가 북어의 저장기간 연장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 조사 직후의 관능적 품질을 분석한 결과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관능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Noh & Kwon, 2004).

Ito & Abu (1985)는 말레이시아산 염장건조 생선 10종의 미생물 균총에 대한 방사선

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 5 kGy의 선량의 조사에 의하여 저장기간이 2-4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 반건조 수산식품

방사선 조사는 반건조 수산식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건조 수산식품인 꽁치과메기는 비위생적으로 생산될 경우

Salmonella, Shigella, Vibrio 및 E. coli 등 병원성 미생물에 의해 식중독을 유발시킬 수

있다. 따라서, 꽁치과메기의 위생화를 위한 방사선 조사 효과를 평가한 결과 5 kGy 이하

의 방사선 조사를 통해 이들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제어가 가능하였으며, 저장기

간을 크게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ee et al., 2002). 또한, 반건조 오징어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도 방사선 조사에 의해 미생물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나 방사선 조사가 건조 수산식품은 물론 반건조 수산식품의 위생화에도 매우 효과적인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Lee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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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신규신청(안) 대상 품목군의 건전성(안전성)

평가 보고

1.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

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국제적 평가

방사선 조사는 1921년 미국에서 육류의 기생충 사멸을 목적으로 최초 사용된 이래 조

사식품의 건전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기 시작한 이래 1961년 벨기에 브뤼셀에서

WHO/FAO/IAEA가 공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건전성에 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평

가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식품조사공동전문위원회(Joint Expert

Committee on Food Irradiation, JECFI)를 설치하였다. 1970년에는 WHO 주도로 FAO,

IAEA 및 OECD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 국제과

제를 신설하였으며, 24개국이 본 과제에 참여하여 12년간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식품에 방

사선 조사로 인한 발암성 물질이나 기타 독성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1980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JECFI는 과거 40년 동안 전세계적으로 수행된 방사선 조사식

품의 건전성/안전성 시험에 대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 kGy 이하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적 장해를 전혀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험

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영양학적 및 미생물학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1982년에는 FAO 및 WHO의 요구에 의해 식품미생물국제위원회 및 국제미

생물학회의 식품미생물국제연맹은 방사선 식품조사의 안전성에 관한 증거를 재확인하였

으며, 동 위원회는 JECFI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방사선 식품조사는 건강에 대하여 어떠한

장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1983년에는 FAO/WHO의 공동규격위원회에서

JECFI의 추천내용을 일반규격기준의 방사선 조사식품 규격으로 채택하였고, 식품조사에

이용되는 조사시설 운전지침으로 발표하였다. 1984년에는 20개국 이상이 FAO, WHO,

IAEA 후원 하에 식품조사 국제규격기구를 조직하여 국제교역, 경제, 법제화, 규격 및 홍

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도 하였다. 1988년에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FAO, WHO, IAEA

및 국제교역센터 UNCTAD/GATT 공동으로 개최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수용성, 규

제 및 교역에 관한 국제회의에 약 80여 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하

여 소비자 및 교역의 전망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1992년 WHO는 방사선 조사식

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하면서 식품제조 기준에 따라 방사선 조사기법이 엄격히 이용된다

면 영양학적으로나 미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안전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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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리를 위한 WHO의 황금률(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

서 가능하면 이온화 방사선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금육을 선택해야 한다고 발표하였

다. 1997년에는 FAO/IAEA/WHO 합동회의로 열린 고선량(10～70 kGy) 조사식품의 안전

성에 관한 전문가 연구회의에서 기존 허용 기준보다 10배 이상 높여도 아무런 건강상의

위험은 없으며, 특히 불을 너무 가하면 타서 못 먹게 되는 것처럼 방사선도 과량 조사하

면 유해물질이 생성되기 이전에 맛과 품질이 변하므로 최대선량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각국에 이 사실을 WHO press로 발표하였다. 1998년 서울에서

FAO/IAEA 주관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에 관한 법규와 절차의 조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

최하고, 조사식품의 무역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간 법률 조화를 합의하였으

며, 1999년에는 FAO/IAEA/WHO 전문가 합동으로 10 kGy이상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전

성과 건전성에 관한 기술보고서를 각국의 정부기관에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위해성에 관한 연구결과

방사선 조사식품은 발아의 방지나 식중독균의 살균을 위해 방사선 에너지로 처리된

식품을 말하며, 방사능 오염식품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특히 방사선이 조사되었을 때 생

성되는 물질, 즉 방사성 분해산물(radiolytic products)은 40년간 민감한 검사방법들을 통

해 확인한 결과, 위험하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함께 FDA는 검출되지 않은

radiolytic products의 양은 식품을 1 kGy로 조사할 때 식품 1 kg당 3 mg 이내로

radiolytic products의 안전성에 대해 까다로운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유해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하였다.

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에서는 1964년, 1969년 그리고 1976년에 방

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회의에서 각 국가전문기관에서 수행한 평가보고서를 통

해 방사선 조사식품에는 독성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1981년 FAO/IAEA/WHO의 회의에

서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하였다. 1970년부터 1982년까지 수행한 프로젝

트에서도 방사선 조사식품에 의한 독성물질의 생성이나 암을 유발하는 어떠한 증거도 관

찰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1992년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전문위원회는 1980년 이

후에 발표된 자료와 문헌들을 평가하여 이전의 결과를 재확인하였다. 1994년 WHO에서

는 그동안 발표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들을 재검토하였으나 많은 연구

들이 10 kGy까지는 어떠한 독성학적 증거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1997년

WHO/FAO/IAEA에 의해 결성된 전문가 모임에서도 고 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의 안전성

에 대해 10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독성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체에 위해를 줄만한

식품조성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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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Delience 등 (1998)과 Knorr 등 (1999)은 방사선 조사시 2-Dodecyclobutanone

(2-DCB)이 생성되며 그 유해성을 보고하였으나, 이들 연구에서 쥐의 대장세포에 손상이

나타난 것은 2-DCB의 과량투여에 기인한 것으로 이 양은 실제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

을 섭취할 때 통상적으로 섭취할 수 없는 과량이었다. 이 논란에 대해 CODEX에서는 과

학적인 증거자료를 통하여 2-DCB가 공중 보건상 위해가 없다고 밝혔다.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방사선 분해산물의 위해성

방사선 분해물질(radiolytic products)의 특성은 조사된 식품의 구성성분에 크게 의존

하며 대부분의 방사선 분해물질은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로부터 생성된다. 방사선 분해

산물은 포도당, 포름산(formic acid),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 이산화탄소 등으로

이들은 열처리 과정에서도 생성되는 물질이며 식품에 자연적으로 존재한다. 물이 주요

구성성분인 식품에서 전리방사선에 의해 물이 이온화되어 free hydroxy radical들과

hydrated electron이 생성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자유라디칼이 형성된 후 서로 반응하거

나 식품 구성성분과 반응해서 반응성이 없는 안정된 물질을 만든다. 따라서 식품이 소비

자에게 전달될 때는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 자유라디칼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 자유라디

칼은 일반적으로 반응성이 매우 크고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계속해서 된다.물질

과 반응하여 안정한 물질로 전환된다. 액체가 존재할 때(예: 타액) 자유라디칼은 서로 반

응하여 없어지기도 한다. 결국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라디칼이 식품에 그대로

존재하는 경우는 드물며, 미량 존재한다 해도 우리가 섭취할 때 액화되어 타액 등에 없

어지므로 식품 안전성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이것은 독일 Karlsruhe에 있는

Federal Research Centre에서 수행된 장기간의 실험으로 확인 되었는데, 이 실험에서는

방사선 조사한 분유를 동물들에게 먹였으나 동물들에게 어떠한 돌연변이나 종양도 발생

하지 않았다. 이 시험에서는 9세대에 걸쳐 이러한 사료를 쥐에게 공급하여 사육하였으나

어떠한 독성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함으로써 방사선 조사시 생성되는 자유라디칼에

의해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라. FDA의 안전성 평가

1) 아만성 독성시험

미국 FDA에서는 26건의 Rat를 사용한 아만성 독성평가가 이뤄졌다. 이 실험에서는

0.1～55.8 kGy로 조사된 양파, 생선, 돈육, 빵, 콩, 과실, 감자, 새우, 우육, 베이컨, 버섯

등의 식품이 검토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방사선 조사의 영향은 관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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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조사식품을 섭취함에 따른 독성학적인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Brin 등

(1961)의 시험에서 55.8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돈육을 rat에 84일간 투여하였을 때, 혈

장 alanine aminotransferase (plasma transaminase)와 체중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하지

만 이는 피리독신의 감소로 인한 결과로 추정하였으며, FDA는 이 연구가 영향학적인 실

험으로 독성학적으로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개를 사용한 시험에서 개에게

투여한 55.8 kGy로 조사된 우육 및 0.07 kGy로 조사된 우육과 양고기는 어떠한 악영향

을 나타내지 않았다.

2) 번식시험 및 체기형성시험

Rat와 마우스를 사용한 번식시험에서는 55.8 kGy로 조사한 돈육 및 59 kGy로 조사한

계육이 사용되었으나, 이들 시험에서는 조사에 의한 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56 kGy로

조사한 우육을 개에게 투여한 시험이 2건 있었으며, 이들 모두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

한 악영향은 관찰되지 않았다. 45 kGy로 조사한 계육을 햄스터와 토끼에 투여한 시험들

이 이뤄졌으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영향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3) 만성 독성시험

Rat를 사용하여 만성 독성시험이 실시된 결과 극단적인 고선량(27.9～55.8 kGy)이 조

사된 식품군이 투여되었음에도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종양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3건의 연구가 실시되었으나, 고선량 방사선 조사는 어떠한 나쁜 영향도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베이컨, 햄, 생선을 혼합해서 55.8 kGy로 조사한 Read(1961)의 연구에서 제 3세

대에서 체중 증가율의 저하가 관찰되었다. 제 2세대와 제 3세대 부모의 2회째 번식에서

새끼의 체중이 유의적으로 저하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우스에 대해 18건의 만성 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에서도 방사

선 조사에 의한 나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역시 55.8 kGy로 조사된 베이컨, 베이

컨 지방 및 7 kGy로 조사된 계육을 마우스에 일생동안 각각 투여하였으나 어떠한 악영

향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Monsen (1960)은 55.8 kGy로 조사된 돈육, 계육

을 기초로 한 조사식품을 사료로 사용하여 마우스에 투여한 결과 심장에 심이의 확장을

일으킨다고 지적하였으나, Monsen의 연구실에서 Thompson(1963)이 동일 계통의 마우스

약 5,000마리를 사용해 대규모의 실험을 실시하여 80만개 이상의 심장 절편을 상세히 조

직병리학적으로 조사해본 결과 보고된 장해를 전혀 관찰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가 심장장해의 원인이 아님이 명확히 밝혀지게 되었다. 대부분의 경우에 고선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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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한 축산식품이 일생동안 또는 작게는 1년 동안의 기간 동안 동물들에게 투여되었다.

그 결과 일정한 패턴이나 경향을 나타내는 어떠한 악영향도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동

물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축산식품을 섭취시켜도 나쁜 영향이 없다는 사실을 입

증하게 하였다.

마. 중국의 안전성 시험

사람에 대한 안전성 평가시험은 철저한 계획과 관리 아래에서 이루어 졌다. 건강한

지원자에 대해 35종의 방사선 조사식품이 제공되었고(Shao & Feng, 1988), 대조군에 대

해서는 비조사된 동일한 식품이 공급되었다. 제공된 식품은 곡물(2건), 콩 및 그 조제품

(10건), 야채, 과실(20건), 식육, 생선, 계란, 계육(30건), 조미료(10건)였다. 방사선 조사선

량은 육류는 8 kGy, 그 외의 식품은 1～1.5 kGy로 조사되었고, 하루 평균섭취량은 육류

40 g, 야채와 과일류가 300 g, 곡류가 470 g으로 전체식사의 60.3%를 차지하였다. 남성

36명, 여성 34명의 의대생으로 구성된 인원이 조사식품군과 대조군으로 무작위하게 분류

되어 90일간의 시험이 이뤄졌다. 시험 결과, 방사선 조사식품은 일상생활, 학습, 운동에

어떠한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건강진단에서도 조사식품을 90일간 섭취함에 따른 영

향이 인지되지 않았으며, polypoid 발생률 모두 정상범위였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미 육

군에게 고선량(25-40 kGy)으로 조사된 54종의 식품을 젊은 지원자들에게 섭취하게 한

후 연구를 수행한 결과에서도 섭취에 따른 독성학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52

개국에서 방사선조사식품이 상업적으로 이용 및 판매되고 있으며, “더 이상의 human

test는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을 짓고 있다.

2. 신규 허가품목에 대한 안전성 평가

현재까지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 많은 국내외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

데 특히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경우 국내에서도 다른 식품품목에 비해 우육, 돈육, 계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모든 연구결과들은 방사선 조사된 식

육 및 식육가공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그 연구결과를 간략

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Kang 등(1998)은 방사선 조사 우육(5 kGy)의 유전독성 및 급성독성 시험을 위해 S.

Typhimurium에 대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 모든 시험군에서 복귀변이 집락수

의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아 방사선 조사 우육의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설치류의 망상적혈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을 수행한 결과, 방사선 조사 우육



- 43 -

은 망상적혈구의 출현율이 음성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 우육의 급성독성 시험결과, 전 기간을 통하여 경

구투여에 의한 폐사동물은 관찰되지 않았고, 체중변화도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며, 마우스와 랫드 모두 어떠한 임상증상이나 유의할만한 병변도 관찰되지 않

았다.

Kang 등(1999)은 방사선 조사 돈육(30 kGy)의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및 TA1537에 대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 대사활성계 도입 및 부재시

모두, 시험적용 농도인 0.1-8.3 mg/plate의 범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적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 및

설치류 망상적혈구를 이용한 소핵시험에서도 방사선 조사돈육(30 kGy)은 시험적용 용량

에서 염색체이상 유발능이 없었으며, 소핵을 가진 망상적혈구의 출현율이 음성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Kwan 등(2001)은 방사선 조사 계육(10 kGy)을 대상으로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를 실시한 결과 S. Typhimurium의 복귀변이 집락수가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아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치류 망상적혈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을 수행한 결과, 방사선 조사 계육은 시험적용 용량인 1250-2500 mg/plate의 범위에

서 소핵을 가진 망상 적혈구의 출현율이 음성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소

핵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여 유전독성학적 측면에서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다.

Lee 등(2005)은 방사선 조사를 통한 즉석식품 제조용 육가공제품의 유전독성학적 안

전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볶은 쇠고기 및 햄을 비조사구와 조사구(10 kGy)로 나누어 S.

Typhimurium TA98 및 TA100 두 균주를 이용하여 유전 독성학적 안전성을 평가한 결

과 대사활성을 시킨 경우와 대사활성을 시키지 않은 경우 모두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복

귀돌연변이 집락수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아, 즉석 식품제조를 위한 방사선 조사된 볶은

쇠고기 및 햄의 유전독성학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9)은 감마선과 전자선을 50 kGy의 흡수선량으로 조사한 분쇄 우육, 분쇄

돈육, 우육 패티 및 돈육 패티의 S. Typhimurium TA98 및 TA100에 대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 in vitro 상에서 이들 샘플들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

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된 원료육 및 그 가공제품은 독성을 일으키

지 않으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식품 소재로서 적합할 것이라 판단하였다.

Kim 등(1999)은 방사선 조사 우육(3 또는 5 kGy)의 섭취가 간 발암과정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고자 3주령 Sprague-Dawley종을 사용하여 실험적 간 발암 모델에서 전암성

병변의 지표, 약물대사 효소계, 소포체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정도 및 막의 안정성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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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그 결과 성장기간 동안 체중의 변화는 방사선 조사정도

와 조사유무 및 발암물질 투여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암성 병변의

지표인 GST-P 양성병소도 증가하지 않았으며, 지질과산화물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

며, conjugated diene 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약물대사효소 중 phase I reaction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ytochrome P450 함량과 NADPH-cytochrome P450 reductase의

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cytochrome P450함량은 발암물질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효과는 없었다. NADPH-cytochrome P450 reductase는 방사

선 조사나 발암물질 투여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막안정성의 지표인 소포체의

glucose 6-phosphatase(G-6-Pase)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사선 조사된 우육의 경우 동물의 간 소포체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이나

cytochrome P450 system, 소포체 막의 안정도 등이 대조군과 전혀 차이가 없음이 확인

되었다.

Kim 등(1999)은 방사선 조사 우육의 안전성 평가의 일환으로 실험적 간 발암모델에

서 방사선 조사 우육의 섭취가 동물의 항산화 비타민들의 영양상태와 항산화 방어 효소

계 활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보고하였다. 체중은 방사선 조사 정도와 조사

유무 및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간 무게는 방사선 조

사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발암물질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체중에 대한

간 무게의 비율 역시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혈청 중 비타민 C

함량은 방사선 조사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발암물질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다. 혈청과 간의 α-tocopherol 함량은 발암물질 투여에 의하여 혈청에서는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으나 간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방사선 조사 유무에 따라 비조사

군보다 조사군이 약간 감소의 경향을 보였다. 혈청과 간의 retinol 함량은 발암물질 투여

에 따라 혈청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간에서는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간의

retinol 함량은 방사선 조사 정도에 따라 조사량이 많을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방

사선 조사와 발암물질에 대한 교호작용은 없었다. 간 cytosol의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도는 방사선 조사에 대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간 cytosol의 glutathione-S transferase 활성도는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현

저히 증가하였고, glutathione reductase 활성도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두

가지 효소 모두 방사선 조사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간 cytosol의 superoxide

dismutase와 catalase 활성도는 모두 방사선 조사와 발암물질 투여에 따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방사선 조사 유무와 조사량의 차이가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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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retinol 함량에만 영향을 주어 방사선 조사량이 많을수록 간의 retinol 함량이 감소

하였으나 다른 항산화 비타민이나 항산화 관련 효소계 활성도에는 별 영향을 주지 못하

였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우육은 동물 체내에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또한, 한국축산식품학회는 2007년 방사선 조사된 식육 및 식육가공품의 안전성에 대

한 국내외 연구결과를 토대로 “축산식품 유래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방사선조사 적용 연

구”를 통해 방사선 조사된 축산식품은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건어포류를 포함한 방사선 조사된 수산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해서도 국내외

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FAO/IAEA /WHO는 방사선

조사된 수산식품 및 가공식품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IAEA-TECDOC-115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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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정 후 전망

현 식품산업에서의 문제핵심기술 해결과 WTO/FTA 대비를 위한 방사선 식품조사기

술은 국내․외의 추세로 볼 때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 살균, 살충 등에

사용되는 화학훈증제의 사용 금지와 국가간 교역에서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감마선으로 제한되어 있는 방사선 조사 선종의 확대로 전자선 조사의 장

점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및 실용화 연구기반을 국내에 조성하고 이를 통한 식품 및 관

련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식육 및 식육가공품, 수산건조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직접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방사선 조사된 분쇄육 또는 덩어리육을

가공제품의 생산에 이용할 경우 부패 및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위생학적 안전성을 보장

하고, 제품의 가공적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현재 냉장육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에서 안전성이 확보된 냉장육의 유통을 위해서는 적절한 위생화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

에 향후 식육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식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시 천연항산화제 및 진공/질소 포장방법의 병용처리는 제품의 관능적 품질변

화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저장수명을 연장하고,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 방지 등 위

생적, 영양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관련 산업체의 생산성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등 관련 연구기관과 산업체에서 식육류 및 수산식품류

등의 허가에 따른 실용화 연구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어 다양한 기술이 제공되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방사선 종류의 제한은 산업 적용과 기술발전에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방

사선 종류의 제한을 폐지하는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위생적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분

말 및 건조식품과 까다로운 검역체계에서 수출용 가공식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 방법이

불완전한 상황에서 국내․외 식품산업에서 식품조사 처리기술의 요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또한, 기존 검역관리 및 저곡 해충 방제에 훈증제로 사용하고 있는 methyl

bromide 등이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되어 몬트리올 환경협약에 의해 2015년 전면 금지

키로 하여 그 대체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그

수요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방사선 식품조사 시설은 의료용품, 공중보건제품, 화장품

류, 식품포장용기 멸균 등 산업적으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시설의 건설

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기술의 이용은 이

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국내기술 자립과 충분한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소비자와

생산자의 안전과 이익 보장은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

리의 실정에 알맞은 신기술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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