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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기술이용 우주생활지원시스템 개발(TBP)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까지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의 원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에는 우주과학기술분야의 G7에 진입하기 위한 국가

우주기술 자립기반 확립과 과학․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우주생활에 필수적인 식품과 물/산소의 안정적

공급 및 재순환, 우주방사선으로부터 생체 및 첨단소재 방호 등 Software 측면

에서 선진국이 아직 선점하지 못한 원천/핵심기술과 산업응용기술 개발이 필요

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우주환경 (우주방사선, 저중력 복합) 모사시스템 활용 생체영향 평가 및 대응

기술개발

○ 우주환경에서 생물 반응 및 영향 연구

○ 우주환경에서 안정적 영양공급 및 영양생리 개선 연구

Ⅳ. 연구개발결과

○ 우주환경 (우주방사선, 저중력 복합) 모사시스템 활용 생체영향 평가 및 대응

기술개발

- 우주환경(저중력-우주방사선 복합)을 지상에서 재현하기 위해 하지현수장

치(Hindlimb Suspension Model)를 Gamma Phytotron 내부 방사선원 전방

을 납벽돌로 차폐시켜 우주비행선 내부와 같이 전리방사선 환경을 조성함

- 개발된 모사시스템의 성능 검증을 위해 하지현수그룹과 비하지현수 그룹

및 방사선 조사구(3.2 mSV/day 피폭)와 비조사구로 나누어 2주 동안 각

그룹의 체중, 근육 무게, 장기 무게, 반중력근 및 운동근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방사선에 의한 일부장기의 손상과 하지현수(저중력)에 의한 중력근과

반중력근의 급격함 감소가 확인됨

- 우주환경 대응 생체보호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염증억제 효과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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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콩 단백질 유래 펩타이드(peptide)를 후보물질로 선

정하고, 우주환경 재현 동물모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주환경 대응을 위한

생체보호 효능을 평가함

○ 우주환경에서 생물 반응 및 영향 연구

- 광학현미경을 통해 compost soil에 생육하는 미생물들을 확인하였으며 각

분리주의 16s와 18s rDNA sequencing을 통해 동정함. 또한 이들의 방사

선 저항성을 확인함

○ 우주환경에서 안정적 영양공급 및 영양생리 개선 연구

- 신규 우주식품 4종(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오디음료)의 시제품 개발 및 러

시아 IBMP 의 국제우주정거장용 우주식품 인증서 획득

- 한국우주식품 6종(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오디음료, 김치, 수정과)에 대하

여 MARS-500에 참여 계약 체결함. 2010년 6월에 시작될 MARS-500 실

험을 통하여 한국우주식품의 인체면역력과 영양생리에 미치는 영향을 측

정하여 한국우주식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예정임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하여 항공, 자동차, 국방, 정

보통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예정임. 또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은

국내 원자력, 정보통신, 소재, 생명공학 등 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 기술

로 크게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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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Space Life Supporting System Using Radiation

Technology (Top Brand Project)

Ⅱ. Objective and Necessity of Research

The purpose is to develop the core technologies for the advanced space

life supporting system based on radiation technology by 2015 and to be a

member of G7 in the space technology research field. Moreover, it is the

final aim that contribution for establishment of the self-supporting technology

and national strength by 2020. Therefore, it is needed to develop the

countermeasure technology against space radiation and the advanced space

life supporting system including supplying systems and recycling systems of

air, foods, water, and waste.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Application of the simulating system with space environment (space

radiation and microgravity) and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 to space

environment

○ Research on biological response to space environment

○ Research on sustainable nutritional supply and improvement of human

physiology in space environment

Ⅳ. Result of Project

○ Application of the simulating system with space environment (space

radiation and microgravity) and development of countermeasure to space

environment

- To simulate the space environment of microgravity and expose to space

radiation, Hindlimb Suspension Model was established in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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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tron

- Hindlimb suspended group exposed to irradiation, non-suspended group

not exposed to irradiation, and non-suspended group exposed to

irradiation were experimented for 2 weeks at the dose rate of 3.2

mSV/day. The results showed that soleus muscle weight was decreased

by suspension.

- To develop the countermeasure to physiological changes in space

environment, the peptides from soy beam was selected to evaluate the

effect with the space environment simulation model

○ Research on biological response to space environment

- Suing the microscopic and fluorescent images,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were detected. The species were identified based on

primer-targeted gene sequence analysis. Also, the radiation resistance

of species was defined.

○ Research on sustainable nutritional supply and improvement of human

physiology in space environment

- Four kinds of new Korean space foods (Bulgogi, Bibimbap, Seaweed

soup, and Mulberry beverage) were developed using the irradiation

technology and certified as space foods by the Russian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 The contract on co-research of MARS-500 between KAERI and IBMP

was made. In the experiment, crews for expedition to Mars will eat

Korean space foods (Bulgogi, Bibimbap, Seaweed soup, Mulberry

beverage, Kimchi, Sujeonggwa) for 120 days, then their immunity will

be examined and compared with it on the ground.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developed technology and know-how could be spun out to the

various fields, such as aircraft, automobile, military, information &

communication, bio technologies. Moreover, the results obtained from this

research can be used for the further development for military use or special

food area such as foods for patient. And, it might be helpful for extending

the field of research and application of combination treatment with 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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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목적

○ 우주개발 능력은 경제력, 과학기술력과 함께 그 나라의 총체적 국력을 상

징하는 종합적 척도이며, 자원의 고갈 및 온난화 등의 지구환경 파괴는

우주개발의 필요성을 대변하고 있음. 또한 환경오염으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로 인해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우주방사선의 피해에 대비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성이 대두됨

○ 우주개발에 있어 선결해야할 문제는 우주방사선, 자기장 등으로부터 대응

할 수 있는 방호시스템의 구축과 장기간의 미세중력으로부터 발생되는 다

양한 인체영향을 최소화 하고 쾌적한 생활이 가능한 우주생활지원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임

○ 우주시대의 개막은 공학적 기술진보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우

주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주환경에서도 질적으로 지구와 다름없는 지

속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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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현실화 될 우주여행, 먼 미래의 우주식민지 건설에서 필수적인

우주방사선 대응과 순환적 생명유지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 역량을 집

중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사업은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2015년까지 우주환경

생활지원시스템의 원천/핵심기술을 개발하고 2020년에는 우주과학기술분

야의 G7에 진입하기 위한 국가 우주기술 자립기반 확립과 과학․산업 활

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에 우

주생활에 필수적인 식품과 물/산소의 안정적 공급 및 재순환, 우주방사선

으로부터 생체 및 첨단소재 방호 등 Software 측면에서 선진국이 아직

선점하지 못한 원천/핵심기술과 산업응용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

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 기술 기반 국가 우주개발 계획의 완수

- 국가 우주과학기술 자립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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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생명과학 및 생활지원시스템 핵심기술 개발

- 원자력(방사선) 기술과 우주기술과의 융합 및 개량적 발전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우주기술은 기술선도형, 미래지향형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우주개발 능력

은 경제력, 과학기술력과 함께 그 나라의 총체적 국력을 상징하는 종합적

척도로 작용하고 있음

○ 우주시대의 개막은 공학적 기술진보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우

주시대의 정착을 위해서는 우주환경에서도 질적으로 지구와 다름없는 지

속적인 생활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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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현실화 될 우주여행, 먼 미래의 우주식민지 건설에서 필수적인

우주방사선 대응과 순환적 생명유지 시스템을 개발하기위해 역량을 집

중하고 있음

○ 우주분야 과학기술은 원자력 기술과 같이 종합과학형/기술집약형 분야로

서 발사체, 위성체 중심의 Hardware 분야와 우주인 임무 및 우주생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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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과 관련한 Software 분야로 크게 대별됨. 특히, Software 분야는 개발

주기가 비교적 짧고 개발기술이 빠르게 민간으로 이전되는 기술적 특징

(Spin-Off Technology)을 갖고 있음

- 따라서, 우주개발 선진국들이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우주방사선 대응

및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Advanced Space Life Supporting System)

의 개발 및 실용화가 매우 절실함

○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부합성’의 측면에서 매우 당위성이 부각되는 사업

으로 판단하며, 향후에는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가차원의 우주개발 정

책이 Hardware(항공우주연구원 중심)와 Software(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중심)분야를 균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음.

○ 우주기술은 세계적으로도 국방기술과 연계되어 추진되는 내용이 매우 많

아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업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할 당위성이 있는 사업임. 또한, 개발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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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기반투자 비용 및 원천 기초 연구의 성격 등으로 인해 중요하고 경

제적 가치가 높지만 관련 연구기관에서 추진해야할 공공적 성격의 사업임

○ 현재 우주산업의 규모는 2001년 현재 1,500억불에 이르고 있고, 2015년에

는 4,5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우주개발이 지금의 개척 수

준을 넘어 경제적으로 우주를 이용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주산업의 규모는

훨씬 더 커질 것이 분명함

○ 이에 전 세계는 각종 우주개발 성과들과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고,

구소련 붕괴이후 주춤했던 우주관련 연구개발 투자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

시 빠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미국, 러시아 등의 우주기술 선진국에서는 우주여행, 우주도시, 우주

정거장 등 본격적인 우주시대를 대비하여 민수분야의 투자방향을 기존의

발사체, 인공위성 등의 Hardware 중심에서, 극한 우주환경에서 인간의 생

명활동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

○ 미국,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추진 중인 우주환경에서의 유인 임

무 및 생활지원에 관한 연구의 핵심은 우주방사선 및 무중력 상황 등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활동, 음용수, 식품 및 공기의 공급, 생체의 방호,

진단 및 치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아직 연구의 수준은 기초기반 연

구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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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술의 자립 뿐 아니라, 세계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우주환경 대응 및 우주 생활지원 과학(Space Life Supporting Science) 관

련 연구는 타 분야로의 응용기술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원(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기반과

역량을 활용한다면 이 분야의 기술 선점이 용이하고 향후 국가우주개

발사업에서 원자력(방사선) 기술의 활용성이 신장될 것으로 판단됨

- 2005년 설립된 방사선 전문연구기관인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는

미국 NASA의 FTCSC, 러시아 과학원 산하의 IBMP(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등과 우주식품 및 우주 환경분야의 국제협력

을 위해 이미 MOU를 체결하여 기본적인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

한 상황임(일본 JAXA, 유럽 ESA와 공동연구협력협약 체결을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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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원내의 경주 양성자사업단, 항공우주연구

원, 대학내 관련학과, 국내의료기관 등 우주환경에서의 인간 활동 지원

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및 연구시설 등의 기초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음

○ 우주환경 생활지원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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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 우주환경 내에서 생명지원 시스템 관련 연구의 핵심은 우주방사선과 무중

력 등 극한환경에서 생명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에 있음

○ 우주기술 선진국인 미국과 러시아의 주 연구테마 또한 이러한 초점에서

우주환경내의 식품, 작물생산, 생체방호(근, 골격계통 중심), 인체 진단․

치료, 음용수․공기의 공급, 우주복 등 생활시스템 내의 소재․재료,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 등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각 분야별 선진국의 연

구개발 동향 및 수준은 다음과 같음

○ 우주 영양공급, 생리개선 및 생체방호 분야

- 우주식품 분야는 우주연구개발이 시작된 초기부터 착수되어 미국, 러시

아, EU,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미국 NASA의 여러 Space Center에서는 극한환경 조건에서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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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게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간편식품, 저장기간 극대화, 식품포장재,

식품폐기물의 biogeneration과 recycling 및 우주선 내 식품가공방법 등

을 종합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 1987년 미국의 우주 생물의학 위원회 (Committee on Space Biology

and Medicine, CSBM)에서 우주공간에서의 생물의학 연구에 대한 전략

을 발표하였으며, 그 이후 NASA의 중점연구 프로그램으로서 장기간의

우주생활 또는 탐사를 대비한 우주환경에서의 인체영향 평가 및 방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주공간에서의 무중력상태 골격 및 근육 등 운동능력, 심혈관계 및 심

폐 기능, 내분비계, 면역기능의 이상을 유발하며 우주방사선은 발암, 백

내장, 신경계손상 등의 질병 유발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

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이러한 우주공간에서의 생체 변화기

작을 규명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주공간에서의 실험뿐

아니라 지상에서 무중력 또는 고에너지 이온빔 조사시설을 이용한 연

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장차 우주로의 인류 진출을 위해서 식량확보 및 지속가능한 환경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우주 환경에서의 작물생산 기술의 개발이 큰 이슈로 떠

오르고 있으며, 미국, 러시아, 유럽국가 및 일본에서는 유․무인우주선

을 이용한 우주환경에서 식물체의 생장 특성구명과 함께 장기간의 우주

에서의 생활을 위한 생물-생태계 유지시스템, 우주에서의 식량 및 생물

자원 생산시스템 개발에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음

- 특히, 세계에서 세 번째로 유인우주선을 쏘아올린 중국에서는 육종연구

용 우주선을 활용한 식물체의 우주환경 노출 실험을 통하여 다양한 식

물의 돌연변이 품종개발을 추진 중에 있음

○ 우주 생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

- 우주환경에서는 물과 공기의 공급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

며,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우주생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아주 작은 수

분까지도 모두 음용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recycling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미국의 Northwestern University에서 rotating reverse osmosis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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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주선에도 탑재 가능한 소규모 수처리/재이용 시설을 연구 중에 있

고, 미국 NASA Marshall Center에서는 Vapor Compression

Distillation이라 불리는 수처리 시스템을 연구 중에 있음

제 2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 국내에는 아직 우주기술 전반적인 분야의 초점이 ‘발사체, 인공위성, 우주

인’ 등 Hardware 분야에 맞추어져 있고, ‘우주환경 대응 생활지원 시스템’

과 관련된 총합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또한, ‘우주환경 대응 생활지원 시스템’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도 식품, 소

재 등 일부 세부분야를 제외하고는 아직 기초단계의 연구가 진행중이고,

특히 전반적인 우주환경 내에서의 생활환경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EU 등으로 우리나라와의 기술수준 차이는 크지 않

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본 연구원(식품생명공학연구팀)에서는 ‘한국형 우주식품 개발’을 위해

2003년부터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미국,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의 우주식품 개발현황 및 가공기술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기반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이의 일부성과로, 본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우주식품 4종(김치, 라면, 생

식바, 수정과)이 우주실험으로 선정되어 2008년 국제우주정거장(ISS :

International Space Station)에서 우주임무를 수행한 한국 최초 우주인

이소연씨에게 공급되었음

○ 전자기파 방사선(감마선, 전자선, X-선)에 대한 생체손상 기작규명과 생체

방호 물질/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는 본연구원, 원자력의학원, 국내의료기

관을 중심으로 수행되어져 왔으며, 우주환경 생명지원시스템에 구축을 위

한 기초연구가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일부 수행되고 있음

- 그러나 국내에서 우주환경에서의 생체영향 평가 및 방호기술에 대한 연

구는 우주개발에 대한 저조한 관심과 경제논리에 의하여 기반 연구시설

의 확충이 미비하였으며, 이에 따른 연구수행의 제약으로 관련 연구가

전무한 상황임

- 최근 국내에서는 우주환경, 특히 우주방사선 환경을 모델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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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가속기, 중이온빔 가속기 등의 시설이 의료/산업적 목적으로 설

치되고 있어 본 연구를 위한 연구기반시설이 확충되고 있는 상황임

○ 국내에서는 아직 우주환경에서 작물재배를 위한 연구가 수행된 적이 없으

며 현재까지 본 연구원을 중심으로 일부에서 감마선을 이용한 육종 또는

작물영향 연구가 부분적으로 행해졌을 뿐임. 그러나, 최근에 양성자가속기

나 사이클로트론을 이용한 우주방사선 모사 실험에 의한 식물육종 및 생

물효과 연구가 진행 중임

- 우주환경 내에서의 생물 영향평가 및 생물자원 개발연구는 선진국에 비

교하여 초보단계라 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방사선 이용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연구개발이 착수되면 선진국과의 기술격

차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현재 국내에서는 물․공기의 재이용․재순환에 관한 연구는 경제성과 공

급이 풍부한 지구에 기반한 환경연구만 이루어지고 있고, 우주시대에 따

른 극한환경에서의 연구는 전무함

○ 국내․외 관련 기관과의 연구개발 역량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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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우주환경(우주방사선, 저중력 복합) 모사시스

템 활용 생체영향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1. 서론

우주 환경은 지상과는 다른 저중력과 우주 방사선 피폭이라는 위험요소를 가

지고 있다. 저장력에 의한 영향으로는 Bone density decrease, Muscle Atrophy,

Cardiovascular Deconditioning, Psychosocial impacts, Fluid Shifting,

Vestibular Dysfunction, Hematological changes, Immune Dysfunction, Delayed

wound healing, Gastrointestinal Distress, Orthostatic Intolerance, Renal stones

등이 보고되어 있다.

우주방사선은 태양 플레어(폭풍)나 초신성 폭발 등에서 발생되는 초고에너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지구에 도달하는 우주선은 90%가 양전하를 가진 양성

자(수소원자핵)이고 9% 정도가 역시 양전하를 가진 알파입자(헬륨 원자핵), 그

리고 나머지는 음전하를 가진 전하이고 우주방사선은 지구대기원을 통과하는 과

정에서 소멸되거나 낮은 에너지를 품은 채 지상을 향함. 한양대학교 이재기 교

수팀이 발표한 ‘비행고도에서 우주선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에 관한 보고서에 따

르면, 국내 항공승무원의 연간 평균 방사선량은 조종사가 2.96 mSv, 객실 승무

원이 2.28 mSv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간 허용선량은 1 mSv이며 방사

선 작업 종사자의 연간 허용선량은 50 mSv이다. 1990년 ICRP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Radiologocal Protection)는 자연방사선 일지라도

피폭의 제어가 합리적으로 가능하다면 방호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고공을 자주 비행하는 항공승무원과 우주를 항행하는 우주인은 일반

인보다 우주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으므로 우주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우주시대를 대비하여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미세중력과 우주방사선의 인체영

향에 대한 연구를 1990년대 초반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업적도 현

재 막 나오고 있다. 또한 세계는 하나로 되어가고 있고 빈번한 국제적 접촉으로

인한 space flight 이용의 증가, space에 존재하는 시간의 증가 및 향후 우주시

대를 대비한 우주방사선의 인체영향의 규명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동물을 이용한 우주 환경 특성 모사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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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생체 영향 평가와 이에 대한 대비책 개발에 그 목적을 두었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재료

시험에 사용한 소동물로는 7주령의 rat (Orient,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rat은 polycarbonate cage에 6마리씩 1 group으로 나누어졌으며, 제한된 온도 조

건(22 ± 2℃)에서 12시간씩 낮과 밤의 주기를 가지고 일반적인 동물 사료와 물

로 사육되었다. 모든 동물들은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실험하였다.

(나) 소동물의 미세중력 부여를 위한 특수케이지 제작

소동물에 대한 미세중력 영향평가를 위하여 소동물의 꼬리를 약 30o 가량 들

어 주어 소동물의 뒷다리를 지면으로부터 약 5 cm 가량 떨어뜨린 후 뒷다리 근

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고정하는 tail suspension 방식의 특수케이지를 제작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으며, 또한 뒷다리에 분포하는 신경을 절단하여 뒷다리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미세중력의 영향을 평가하는 denervation 방식을 도입하

여 본 실험에서 우주환경에서 중력의 감소에 의해 나타나는 근 수축 및 근 단백

질의 영향을 소동물의 뒷다리 근육에서 재현시켜 관찰 하였다.

(다) 방사선 조사

소동물의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에 위치한 저준위

감마선 조사기인 감마파이토트론을 이용하여 실온 (22 ± 2
o
C)에서 일당 3.2

mSv의 선량률로 하여 흡수선량이 50 mSv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방사선 선량계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라) 생물학적 검사

(1) 혈액학적인 변화 평가

감마 파이토트론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및 하지현수된 소동물을 diethyl

easter로 마취하여 개복한 후 복대정맥을 통하여 전혈하였고, 분리된 혈액은 즉

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000 × g에서 15 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혈장을 분

리하여 -80oC 저온냉동고에 보관하였다. 혈액학적인 독성 평가 지표로는 간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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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독성, 지질대사에 관계되는 GOT(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PT(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BUN(Blood Urea Nitrogen), Creatinine,

Protein, Albumin, Calcium,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Triglyceride등

을 Biochemistry autoanalyser (Hitachi 7180, Japan)을 사용하여 각각의 표준물

질의 검량선을 사용하여 농도를 분석하였다.

(2) 혈구학적인 변화 평가

방사선 조사된 소동물의 혈구학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혈액내 존재하는 여

러 가지 혈구세포들의 정량하였다. 방사선 조사 및 하지현수된 소동물을 diethyl

easter로 마취하여 개복한 후 복대정맥을 통하여 전혈하여 얻은 혈액을 EDTA

tube에 넣어 항응고 처리한 후 3시간 이 내에 자동 혈액 측정기 HEMAVET

850(CDC Technical, USA)을 이용하여 아래의 항목을 측정하였다. 즉 혈액 중에

포함된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 및 호중구(Neutro-phil, NE), 림프구

(Lymphocyte, LY), 단핵구(Monocyte, MO), 호산구(Eosinophil, EO), 호염구

(Basophil, BA), 적혈구(Red Blood Cell, RBC)의 숫자와, 혈색소량(Hemoglobin,

Hb), 적혈구 용적(Hematocits, Hct), 평균적혈구용적(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적혈구색소량(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평균적혈구색

소농도(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혈소판(Platelet,

PLT), 평균적혈구색소량(Mean Plasma Volume, MPV)의 값을 측정하였다.

(3) 생리학적인 변화 평가

방사선 조사된 소동물의 생리학적인 평가를 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및 하

지현수된 소동물의 체중을 측정하였고, 또한 소동물을 diethyl easter로 마취하여

해부한 후 하지현수된 뒷다리의 반중력근 및 운동근을 분리하여 무게를 측정하

였고, 개복한 후 간, 비장, 심장 및 신장을 적출하여 각각 장기의 무게를 측정

하였다.

(마) 단백질의 발현 분석(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분석)

단백질 발현 분석을 위한 시료는 액화질소 안에서 파쇄한 후 5 배 volume의

Lysis 버퍼용액 (8M Urea, 4% CHAPS, 40mM DTT, 1mM PMSF, 40mM

Tris-HCl )에 용해시켰다.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용해되지 않는 물질은 원

심분리기로 제거하였다 (15,000rpm, 20분, 4oC). 분리된 단백질은 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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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chloroacetic acid)를 이용해 침전시킨 후 DTT (Dithiothreitol)가 0.07%로 첨

가된 acetone으로 washing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Bradford

reagent (Bio-Rad protein assay kit, Bio-Rad, Richmond, USA)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일차원적인 젤 분리는 18 cm pH 3-10의 immobilized pH gradient gel (IPG)

strip을 가지고 제조회사의 프로토콜 (Bio-Rad)대로 시행하였다. 1 mg의 단백질

을 IPG strip에 놓고 등전하 초점화 (isoelectric focusing; IEF)는 PROTEAN

IEF (isoelectricfocusing) cell을 가지고 시행하였다. IEF 후 IPG strip은 2%

DTT를 포함하는 6 M Urea, 2% SDS, 0.05M Tris-HCl (pH 8.8)와 20%

glycerol에서 15분 동안 평형화시킨 뒤 2.5% iodoacetamide를 포함하는 같은 용

액 (2% DTT, 6M Urea, 2% SDS, 0.05M Tris-HCl (pH 8.8), 20% glycerol)에

서 15분간 평형화시켰다. 평형화된 IPG strip은 15% uniform polyacrylamide

gel로 옮기고 PROTEAN II XL cell tank (30mA)에서 실험을 계속하였다. 젤은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으로 염색하였다. 이미지들은 PDQuest(Bio-ra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조군과 다르게 발현되는 실험군의 단백질

스팟들은 포항공대 단백질분석실에 의뢰하여 질량분석기 (ionization-the time of

flight mass spectrometry; MALDI-TOF MS)로 분석하였다.

(바)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1999)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가) 소동물 모델을 이용한 우주환경 모사시스템의 개발

소동물 모델을 이용한 우주환경 모사시스템의 개발을 위하여 우주환경에서

발생하는 저중력에 의한 근육의 성분 및 무게 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

지현수 (tail suspension) 모델 의한 근육내 단백질 변화 및 무게 변화 등을 관

찰 하였다. Fig. 1-1은 tail suspension을 위한 특수 케이지 및 저준위 방사선 조

사장치 내 방사선원을 보여준다. Fig. 1-1에서 보여 지듯이 특수 케이지내의 꼬

리 고정에 의해서 소동물의 뒷다리를 고정 함으로써 근육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Fig. 1-2는 특수 케이지에 소동물을 고정하기 위한 소동물의 꼬리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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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 수술을 보여준다. 본 실험에서는 우주환경모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일환으

로 tail suspension과 방사선을 접목시켰을 때, 소동물이 받는 영향에 관하여 조

사하였다.

Fig. 1-1. Specific cage and gamma-irradiator for test of irradiation combined

tail suspension in ra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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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Operation of rat for animal fixation at the cage.

(나) 방사선의 조사

하지현수 모델에서 방사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저준위 감마선 조사 장

치인 감마파이토트론을 이용하여 총 피폭선량이 50 mSv가 되도록 방사선을 조

사하였다. Fig. 1-3은 감마파이토트론을 이용한 방사선의 조사과정을 보여준다.

소동물은 각각 4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irradiation, irradiation +

tail suspension, non-irradiation, non-irradiation + tail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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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xperimental condition of respective group.

(다) 혈액학적인 변화 평가

하지현수 모델내에서의 방사선 조사가 실험동물의 혈액학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군으로부터 수거된 혈액의 혈액화학

적 분석 결과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Table 1-1에서 보여지듯이 소동물의

혈액학적인 수치는 방사선 조사구 및 비조사구 또는 하지현수 처리된 그룹내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1-1. Hematology parameter of rat treated with irradiation and

tail-suspension

Condition WBC RBC Hb Hct Platelet MCV MCH MCHC MPV

Non-irradia
tion

Loading 9.6 6.41 13.3 37 1064 57.7 20.7 35.9 7.8

Un-loading 10.4 6.32 13.0 37.4 1039 59.2 20.6 34.8 7.7

Irradiation

(30 mSV)

Loading 10.5 7.32 14.6 36.1 1037 57.5 19.9 34.7 7.7

Un-loading 9.1 6.57 13.5 39.3 1040 59.8 20.5 34.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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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구학적
인 검사 Condition GOT GPT

Prot
ein

Albu
min BUN

Creati
nine

Chole
sterol

Trigly
ceride

Calci
um

HDL-

Cholest
erol

LDL-

Cholest
erol

Non-irra
diation

Loading 72 51 5.5 3.7 17.4 0.3 75 101 10.9 43 15.6

Un-loading 76 54 5.6 3.3 16.5 0.2 73 99 11.5 39 14.9

Irradiati
on

Loading 72 47 5.4 3.5 15.1 0.2 72 93 10.5 43 16.4

Un-loading 74 49 5.8 3.6 16.5 0.2 70 97 11 43 14.8

(라) 혈구학적인 변화 평가

하지현수 모델내에서의 방사선 조사가 실험동물의 혈액학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군으로부터 수거된 혈액의 혈구수치

를 Table 1-2에 나타내었다. Table 1-2에서 관찰되어지듯이 소동물의 혈액학적

인 수치는 방사선 조사구 및 비조사구 또는 하지현수 처리된 그룹내의 어떠한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1-2. Blood chemistry parameter of rat treated with irradiation and

tail-suspension

(마) 소동물의 생리학적인 영향 평가

하지현수 모델내에서의 방사선 조사가 실험동물의 생리학적인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실험군에서 소동물의 실험 전후 몸무게

변화, 반중력근 및 중력근의 무게 변화 및 장기의 무게 변화를 관찰 하였다. 하

지현수와 방사선이 병용 처리된 소동물의 생리학적인 변화를 Table 1-3에 나타

내었다. Table 1-3에서 관찰되어지듯이 하지현수 시킨 그룹 내에서 방사선에 따

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고, 하지현수 그룹에서 실험 전후의 몸무게 변화의 증

가폭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뒷다리 근육의 확연한 감소가 관찰되었

다. 그러나 장기무게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소동물의 우주환경 모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모델로 본 실험에서 이용한 하지현수 모델에서 방사선의 피

폭에 따른 실험동물의 변화는 관찰 할 수 없었으나, 하지현수로 인한 근육의 사

용 제한에 따라 뒷다리 근육의 무게가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

다. 따라서 이러한 근육의 감소가 근육 단백질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부 근육을 취하여 2-DE 분석을 실시하여 하지현수 및 방

사선 조사에 따른 근육의 단백질 발현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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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Physiological changes of rat treated with irradiation and

tail-suspension

Condition
Irradiation

condition

BW

before

BW

after

Soleus

muscle

Gastrocnemius

muscle
liver spleen heart kidney

Loading

Non-Irradia

tion
285 352

0.1637

0.1493

1.889

1.2046
13.73 0.762 1.10 2.748

Irradiation 269 315
0.1789

0.1754

1.1697

1.2534
14.30 0.732 1.13 2.861

Unloading

Non-Irradia

tion
305 361

0.0681

0.0642

0.8475

0.7521
13.23 0.746 1.11 2.738

Irradiation 302 354
0.0664

0.0673

0.792

0.812
13.64 0.709 1.03 2.868

(바) 2-DE 분석을 통한 근육 단백질의 발현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하지현수 및 방사선 조사가 병용된 소동물의 영

향평가에서 방사선조사에 따른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본 실험에

서 50 mSv의 낮은 조사선량을 사용했고, 또한 설치류들이 갖는 높은 방사선 저

항성이 원인이라고 사료된다. 하지현수에 따른 소동물의 변화는 근육의 무게에

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에 따라 근육 내 단백질의 무게변화에 따른

발현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2 D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4). 방사선 조사와

하지현수에 따른 근육 내 단백질의 발현차이를 나타낸 단백질을 Fig. 1-4(d)에

나타내었다. 총 20가지의 단백질에서 2～5배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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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rotein expression analysis of rat treated with irradiation and

tail-suspension. (a) Non-irradiation and non-tail suspension, (b)

Non-irradiation and tail suspension, (c) Irradiation and non-tail suspension,

(d) Irradiation and tail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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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우주환경에서 생물 반응 및 영향 연구

1. 서론

자연적 분해를 촉진시키는 composting은 자연 상태의 유기 물질을 생물학적

으로 유용한 최종산물로 바꾸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Composting은 에너지를

요구하지 않으며 독성물질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이며 자연친화적이다

(Oshima 등, 2007). 그러므로 composting 기술은 우주정거장 (space station)과

달 혹은 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 거주지와 같은 우주 환경에서 사용이 제안

되었다 (Yamashita 등, 2005).

Fig. 2-1. Composting technology in life supporting system in space.

Composting의 최적 조건은 composting 과정 중 미생물의 종류와 그 조건에

의존적이다. 우주 환경은 대기의 부재와 극도의 고온, 저온 그리고 우주 방사선

에 노출되어있다. 이와 같은 극한 환경의 우주에서 composting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composting 시스템이 필요하며 이 새로운 composting 시스템 개발을 위

해서는 고온에서 composting이 가능한 thermophilic 박테리아가 필요하다. 또한

그들은 우주 방사선에 저항성이 있어야 한다.

문헌에 다르면, 미생물에 의한 발효과정에 의해 compost 내부의 온도가 상승

한다고 하였다 (Miyatake와 Iwabuchi, 2005). 그 온도는 70 - 80℃까지 상승한

다는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고온 조건에서 composting 하는 thermophilic 박테



- 23 -

리아는 Geobacillus, Bacillus, Clostridium로 동정 되었다. 또한 최근 새롭게

Caldaterrasatsumae에 속한 thermophilic composting 박테리아가 분리 동정되었

다(Oshima 등, 2007). 하지만 hyperthermal composter내의 non-culturable 미생

물은 여전히 동정되지 못한 실정이다.

Fig. 2-2. High-temperature compost.

Composting 박테리아의 방사선 저항성은 우주 환경의 우주방사선 노출 하에

서 지속적인 composting을 가능하게 해준다. 60°C sewage sludge composting에

서 동정된 박테리아의 UV에 의한 불활성이 보고된바 있다 (Nakasaki 등, 1985).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한 Micrococcus sp. and Clostridium sp.의 방사선 감수

성이 보고된바 있다(Goldblith, 1971).

Fig. 2-3. Cosmic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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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는 국제 우주정거장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내의 Exposed Facility (EF)를 제안하였으며 직접적

인 우주 방사선에 의한 미생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Bacillus subtilis의 포자

를 제안된 우주 시설에서 우주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시켜 그들의 생존율을 평

가하였다 (Facius 등, 1978; Horneck 등, 1994; Rettberg 등, 2002). 비록 우주방

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생리학적 변화는 분석되었지만 더욱 자세한 생물학

적 변화 실험을 위한 ISS내의 EF는 아직 완벽하게 디자인되지 않았다.

(Takahashi 등, 2004).

Fig. 2-4. Exposed Facility (EF) on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for microorganisms monitoring in space environment.

우주환경의 방사선과 고온하에서 composting을 수행 할 수 있는 미생물의 조

사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16s 및 18s rDNA gene과 amoA gene 서열

분석을 통한 non-culturable 미생물을 동정하였으며 동정된 같은 종을 분양 받

아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 후 Baclight viability과

Yeast viability kit을 이용해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조사구와 조사

구에 대한 미생물의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재료

Hyperthermal composter (BGD-V18, Hitachi, Tokyo, Japan)는 M.

Yamashita (JAXA)박사에 의해 제공되었다. Hyperthermal composter는 분석하



- 25 -

기 전까지 60℃로 유지 하였다 (Fig. 2-5).

Fig. 2-5. Hyperthermal composter (BGD-V18, Hitachi, Tokyo, Japan.

나. 방사선 조사

고온으로 유지되던 compost는 PE bottle에 분주한 후 cobalt-60 gamma

irradiator (Point source, AECL, IR-79, Nordion, Canada)로 조사하였다.

Dosimetry는 alanine dosimeters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

를 이용하여 Bruker EMS 104 EPR Analyzer로 분석하였다. 조사되지 않은

control은 미리 준비하였다.

다. Microscopic and fluorescent image 분석

방사선 조사 후 미생물의 viability는 LIVE/DEAD Baclight viability kit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 USA)과 LIVE/DEAD Yeast viability Kit

(Molecular Probes, Inc., Eugene, OR,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라. 미생물 동정

Genomic DNA는 QIAquick® DNA purification kit (Qiagen, Valencia, CA,

USA)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16s 및 18s rDNA와 amoA gene의 서열분석을

위한 PCR primer는 Table 2-1에 나타냈다. PCR 산물은 QIAquick® (Qiagen,

Valencia, CA, USA )을 이용해 purification 하였으며 TOP clone TA V2

vector (Enzynomics, Taejon, Korea)에 ligation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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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CR primers of 16s and 18s rDNA and amoA gene using direct

gene sequencing

Ligated vectors는 HIT™ competent Escherichia coli DH5-α (RBC

bioscience)에 형질전환 시킨 후 IPTG (1 mM), X-Gal (40 mg mL−1), 그리고

ampicillin이 첨가된 Luria–Bertani agar에 도말 하였다. White colonie는

ampicillin (50 μg mL−1)이 첨가된 Luria–Bertani broth (10 mL)에 37°C에서

배양하였다. Plasmid는 QIAprep® Spin Mini-Prep kit (Qiagen, Valencia, CA,

USA)으로 추출 하였다. 염기서열 분석은 Solgent Inc. (Teajeon, Korea)에 의뢰

하여 ABI3730 XL automatic DNA sequencer로 분석하였다. 염기 서열은

BLASTN 2.2.13.을 통해 blast serch 하였다.

마. 동정된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Compost에서 동정된 6종의 미생물 (Rhodotorula minuta KCTC 7908,

Metschnikowia bicuspidate KCTC 17173, P ichia guilliermondii KCTC 17627,

Weissella cibaria KCTC 3746, Leuconostoc citreum KCTC 3526, Ralstonia

eutropha KCTC 2337)를 분양받아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활성화

된 미생물은 방사선 0(control), 0.25, 0.5, 1 그리고 2 kGy에 노출 시켰다. 방사

선에 노출된 미생물은 10-fold serial dilution하여 도말하였다. 미생물의 감수성

은 colony forming units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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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효소 활성 측정

방사선 조사된 compost는 amylolytic과 cellulolytic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

Cellulase 활성 측정을 위해 1 mL 1% carboxymethycellulose (CMC;

Sigma-Aldrich, Toronto, Canada)와 1 mL crude enzyme solution을 60분간

water bath에 유지하였다. Amylase 활성은 같은 조건으로 soluble starch

(Sigma-Aldrich, Toronto, Canad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NS 방법을 통해

reducing sugar를 측정하였다.

사.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1999)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가. Composter 미생물의 microscopic 및 fluorescent image 분석

Composter내의 미생물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하

였다. 그 결과 다양한 형태의 미생물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은 Fig. 2-6

(A)와 같이 미세한 원형 (sphere)으로 군집 (cluster)을 이루는 경우를 많이 관찰

할 수 있었으며 그 나머지는 Fig. 2-6 (B-D)와 같이 원형 (sphere) 혹은 긴 타

원형 (rod)으로 관찰 되었으며 긴 편모 (flagellated)를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2-6. Microscopic images of microorganism in compo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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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관찰된 미생물의 viability를 측정하기 위해 박테리아는

LIVE/DEAD Baclight viability kit로 염색하였으며 Yeast는 LIVE/DEAD Yeast

viability Kit을 이용하여 염색하여 관찰 하였다. Fig. 2-7 (E-1)에서 박테리아는

원형 (sphere)형태로 염색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2-7 (F-G)에서

Yeast는 타원형 (rod)으로 염색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viability kit을

통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viability 측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7. Microscopic and Fluorescent images of microorganism in composter.

E～G. Light microscopic images. E1. Bacterial staining images. F1-G1. Yeast

staining images.

나. Composter 미생물 동정

Hyperthermal composting 미생물은 달이나 화성을 기반으로 하는

closed-ecosystem에서 유기물 분해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Mesophiles와

termophiles를 포함하여 Bacillus와 그와 가까운 종들은 hyperthermal

composting 미생물로 알려 졌다. 그 중 가장 많이 알려진 종은 Geobacillus

stearothermophilus 이다 (Nazania 등, 2001).

Composting 미생물의 개체수와 양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분자생물학적 방법



- 29 -

들이 활용되고 있다. 16s rDNA gene과 amoA gene의 염기 서열분석은

hyperthermal composting 박테리아의 동정에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를 Table 2

에 나타냈다. 그 결과 8종의 다른 박테리아와 2종의 uncultured environmental

종으로 동정되었으며 그 중 Weissella cibaria (35.9%), Leuconostoc sp. (20.5

%) 이 우점 하는 것으로 타나났으며 그들은 grampositive 박테리아이며 lactic

acid 박테리아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Bacillus 종이 compost soil에서 우점 하는

종으로 알려진 바 있다 (Dees와 Ghiorse, 2001; Pedro 등, 2001).

Table 2-2. Identified species from compost soil based on primer-targeted

gene sequence analysis

a Number of identified sub-clone including targeted gene (n = 40)

하지만 lactobacillales에 대한보고는 적으며 (Hemmi 등, 2004) woodchip의

composting 과정에서 우점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Nagao 등, 2008).

Watanabe et al. (2009) composting reactor내의 우점 하는 박테리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lactobacillales에서 bacillales와 actinomycetales로 바뀐다고 보고한

바 있다. 우리의 결과에서 non-culturable lactobacillales가 우점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고온에서 유기물질 분해에 관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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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st는 바이오매스의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

만 hyperthermal composting과정에서 그들이 관여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

한 실정이다. 18S rDNA gene 염기서열 분석 결과에서 4종의 Yeast와 한 종의

uncultured environmental 종이 동정되었다. 그 중 Rhodotorula minuta,

Metschnikowia bicuspidata가 70% 이상의 높은 frequency를 나타냈다 (Table

2-2). Rhodotorula minuta는 phosphate solubilizing 미생물로 알려져 있으며

(Mishra, 1985) 흙 속의 insoluble inorganic phosphate을 solubilizing시켜 식물이

사용 가능 하도록 도와준다 (Tilak 등, 2005). Metschnikowia bicuspidate 와

Pichia guilliermondii 역시 동정되었는데 그들은 hypersaline yeast로 알려져 있

다 (Butinar, 2005). Emericella rugulosa는 고온 안정적으로 lipase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Venkateshwarlu 등, 1993). 일반적으로 미생물에 의해

생산되는 lipase는 organic nitrogen source로 사용된다.

다. Composting soil의 방사선 영향 평가

(1) 방사선 조사된 composting soil 효소 활성 측정

일반적으로 composting 과정은 mesophilic과 thermophilic 생물학적 단계로

나눌 수 있다. Thermophilic 단계 동안 유기물질이 분해된다 (Ryckeboer 등,

2003). 이러한 이유로 thermophilic 미생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며 많은 연구에

서 배양방법을 통해 미생물의 개체수와 양을 분석하였다(Dees와 Ghiorse, 2001;

Kuroda 등, 2004; Saludes 등, 2008). 하지만, viability assay와 양 분석은 배양

액과 배양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Olsen와 Bakken, 1987). Composting

soil내의 thermophilic 미생물 활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Kogure 등 (1979)에

의해 high–temperature direct viable counting 방법이 제안되었다. 최근 미생

물 군집과 효소 활성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고 있다(Nakamura 등,

2004; Narihiro 등, 2004b). Non-culturable 미생물은 단백질과 다당류와 같은 고

분자 물질을 분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Composting soil에서 분

리되어 배양된 미생물은 이러한 고분자 물질을 분해하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들은 단백질 분해효소를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Oshima 등,

2007). 따라서 그들은 laboratory model reactors를 사용하여 non-culturable 미

생물의 효소생산 능력을 평가하였다. 그러므로 미생물의 community와 효소 활

성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며 high-temperature와 irradiated condition과 같은

환경 평가 또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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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mposting 박테리아의 방사선 영향 평가

X-ray나 gamma ray 조사는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다. Reynolds

등 (1974)은 ionizing radiation을 조사하여 sewage sludge내의 pathogens을 효

과적으로 불활성화 시켰다. 이후 ionizing radiation을 이용하여 pathogens을 불

활성화 시키는 논문이 소개 되었다. 또한, 고선량의 ionizing-radiation에 저항성

을 가진 몇몇 종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우주환경에 적용하기 위한 composting

bacteria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평가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

온의 laboratory reactor의 composting 박테리아를 방사선을 조사하여

LIVE/DEAD kit을 이용하여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Fig. 2-8). 또한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 (Fig. 2-9).

Fig. 2-8. Viability of microorganism in composter after gamma irradiation. A.

Bacterial staining images. B. Yeast staining images.

방사선 조사 후 compost soil내의 미생물에 대한 viability는 LIVE/DEAD kit

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효소활성은 amylase와 cellulose의 활성을 측정하였

다. LIVE/DEAD kit을 사용하여 non-irradiated 미생물과 방사선 조사된 미생물

을 관찰하였을 때 1 kGy의 방사선 선량에서 유의한 미생물의 개체군 변화는 관

찰 할 수 없었다 (Fig. 2-8). 또한 amylase와 cellulose의 효소 활성 역시 방사선

조사에 의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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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Changes of the enzyme activity in composter after gamma

irradiation. A. Amylase activity. B. Cellulase activity. Enzyme activities was

determined with produced glucose concentration.

(3) Composting 박테리아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Compost에서 동정된 6종의 미생물 (Rhodotorula minuta KCTC 7908,

Metschnikowia bicuspidate KCTC 17173, P ichia guilliermondii KCTC 17627,

Weissella cibaria KCTC 3746, Leuconostoc citreum KCTC 3526, Ralstonia

eutropha KCTC 2337)를 분양받아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각각의 평가 미

생물은 감수성은 colony forming units (CFU/mL)로 나타냈으며 90% 사멸하는

감마선 선량인 D10 value로 나타냈다 (Tabl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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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Radiation-sensitivity of composting microorganisms

1) The count lower than low detection limit (< log CFU/mL)

2) D10 value is decimal reduction dose

M. bicuspidate를 제외한 모든 종은 2 kGy에서 colony를 형성하지 못했으며

L. citreum, R. eutropha 는 1 kGy 이하에서 colony를 형성하지 못했다. 또한

평균적으로 fungi (D10 value 0.22-0.35 kGy)들이 박테리아 (D10 value 0.12-0.34

kGy)에 비해 감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10 value가 가장 높은 종은

M. bicuspidate (D10 value 0.35)와 W. cibaria (D10 value 0.34)로 나타났으며 가

장 낮은 종은 L. citreum (D10 value 0.15)와 R. eutropha (D10 value 0.12)로 조

사 되었다.

(4) 식물 생장에 있어 composting soil의 효과

Laboratory composting reactor로부터 composting soil을 취하여 식물의 생장

평가를 수행 하였다. Composting soil을 처리하지 않은 조건과 Composting soil

을 1g 처리한 조건에서 식물의 생장률을 평가해 본 결과 Composting soil을 처

리해 준 조건에서 더 높은 생장률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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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0. Effect of composting soil on plant growth. A. Un-treatment. B.

1g Composting soil.

이 결과를 통해 laboratory composting reactor의 미생물은 고온의 조건에서

유기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며 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중요한 영양분을 제공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는 제한된 우주 공간에서 space agriculture에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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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우주환경에서 안정적 영양공급 및 영양생리 개선

연구

1. 서론

유인 우주비행은 1961년 미국 우주항공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의 Mercury project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도 유인 우주비행을 통한

우주기술개발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러시아 등의 우주기술

선진국들은 자국의 우주비행사를 위해 약 330여개의 다양한 우주식품을 개발하

여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유럽, 일본 및 중국 등의 우주기술 신진국가들

도 각국의 전통식품을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

는 추세이다(Brody, 2001).

우주식품이란 인간이 우주환경에서 섭취하는 식품으로 냉장시설이 없는 우주

비행선 내에서 장기간 보관이 가능하고 위생학적으로 안전하며 무중력 상태에서

섭취가 간편하도록 제조된 식품이다(Bourland et al., 1998). 우주식품의 종류는

신선식품, 중간수분식품, 방사선 멸균식품, 최소가공형태식품, 건조식품, 가열살

균식품 등 6 가지 형태(Bourland et al., 1993)로 나뉜다(Table 3-1). 이러한 우

주식품들이 우주비행사들에게 제공되기 위해서 여러 식중독균들에 대한 미생물

규격이 적용되고 있다. 현재 미국 NASA와 러시아 생물의학연구소(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 IBMP)에서 Table

3-2와 같은 규격을 적용하고 있으며 양 기관의 인증평가에 합격한 식품만이 우

주식품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또한 우주식품은 각 비행임무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저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셔틀을 이용한 우주왕복 임무에는 9개월, 우주정

거장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1년, 화성탐사와 같이 장기간의 임무를 위해서는 2년

이상의 저장성이 요구되어진다(Bourland et al., 1999). 우주식품의 저장성 평가

를 위하여 각 임무에 따른 기간 동안 상온에서 저장 중 식품의 위생학적 안전

성, 이화학적 품질 및 관능적 품질의 변화를 평가하고 있으며 각 평가항목에 대

하여 허용 가능하여야 비로소 최종적인 우주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Bourland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고유의 식품인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참뽕음료

를 우주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을 병용 처리한 제조공정을 확

립하였으며, 러시아 IBMP로 부터 최종제품의 우주식품 인증서를 획득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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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 및 관능품질 평가를 수행하였다.

Table 3-1. Types of space foods

Type Characteristics

Rehydratable food
Foods require astronaut to add water prior to

consumption

Fresh food A small quantity of fresh fruits, vegetables and bread

Intermediate moisture food
Foods are preserved by restricting the amount of water

available for microbial growth

Natural form food Candy, cookies, nuts, and granola bar

Thermostabilized food Foods have been made shelf stable using heat

Irradiated food
Foods are treated with a dose of radiation to make

them shelf stable

<Lyndon et al., 2002>

Table 3-2. Microbiological requirements for foods used in space flight feeding

system

Food product Microorganism factor Limits Unit

Non-

thermostabilized

Total aerobic count 〈 20000 CFU/g

Coliform 〈 10 CFU/g

Coagluase positive Staphylococci negative CFU/g

Salmonella negative CFU/25g

Yeast and Molds 〈 50 CFU/g

Escherichia coli negative CFU/g

Bacillus cereus 〈 10 CFU/g

Thermostabilized or

irradiated

Sporogenic mesophilic bacillus 〈 10 CFU/g

Mesophilic anaerobes negative CFU/5g

Yeast and Fungi in items with

pH (4.2)
negative CFU/2g

<Norma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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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불고기

가.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시험에 사용한 식육 시료는 도축 후 24시간이 경과된 우육의 우둔부위

(bovine M. Semitendinosus)를 지역 식육점으로부터 구입하여 과도한 표면지방

을 제거한 후, 지름 3 mm hole plate가 장착된 grinder (M-12S, Hankook Fujee

Industries Co., Seoul, Korean)를 이용하여 가늘게 저미어 시료를 준비하였다.

원료육의 저장성 평가를 위해 분쇄된 우육을 대조구와 처리구로 분류하여 폴

리에틸렌비닐 (polyethylene vinyl)에 넣어 진공포장을 한 후 계획된 흡수선량에

맞게 각각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고 가속저장법의 조건(30℃,

incubator)에서 저장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2) 불고기 제조

잔탄검 수용액을 만들기 위해 미리 칭량해 놓은 설탕과 혼합하여 물에다 천

천히 투입하면서 녹였다. 그 후에 양조간장, 다진 양파, 다진 파, 다진 마늘 및

깨를 넣고 중불로 가열하면서 20분간 끓였다. 만들어진 소스를 실온으로 식힌

후 vitamin C와 α-tocopherol을 중량대비 0.3% 첨가하여 불고기용 소스를 최종

완성하였다. 불고기는 한우 중에서 지방이 적고 고급부위에 해당하는 안심을 선

택하였고, 와인, 꽃소금 및 후추가루를 정확하게 칭량하여 만든 절임액에 넣고

냉장온도에서 1시간동안 염지하였다. 그 후에 170℃로 달군 팬에서 양면을 노릇

하게 핏기가 없을 때 까지 강불에서 구우면서 2 × 2 cm 크기로 잘라주었다. 초

벌구이한 불고기를 이미 만들어진 소스와 균일하게 혼합하여 100 g을 금속캔에

포장하였다.

(3) 방사선 조사

포장된 시료를 -70℃로 급속동결시킨 후 두께 5cm, 내부간격 10cm의 스티로

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다음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11.1

PBq, Co-60 감마선 조사시설 (IR-221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 (20±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하여 흡수선

량이 5, 10, 15, 2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방사선 선량

계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

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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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스 점도 측정

소스의 점도 측정을 위해 회전식 점도계(DV-II+pro,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MA, USA)를 사용하였고, 점도 측정시 오차를 줄이기 위해 소스

중 야채류와 같은 과립성분들을 여과망을 통해 제거한 후 콜로이드 상태의 수용

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기기 셋팅 조건은 스핀들 S21, 회전수 5 rpm 이며 점

도 측정 단위는 viscosity (cp)로 표현하였다.

(5) 미생물 생육 시험

불고기 스테이크 시료 10 g을 시료균질용 멸균 봉투에 넣고 미리 멸균시켜

준비한 펩톤수(0.9% peptone) 90 mL을 넣은 후 미생물 분석용 시료균질기

(Stomacher)에서 3분간 균질하였다. 시료 균질액을 10분간 정치한 다음 상등액

1 mL을 취하여 10배 희석법을 실시하여 희석시킨 다음, 호기성 및 혐기성 총균

수(Plate Count Agar, Difco Co., Detroit, USA), 곰팡이/효모(Potato Dextrose

Agar, Difco Co., Detroit, USA), Clostridium sp. (Differential Reinforced

Clostridial Agar, Difco Co., Detroit, USA) 전용 멸균 배지에 각각의 희석액 1

mL을 넣어 잘 도말한 다음 총균수 및 Clostridium sp. 균주는 35℃ 항온배양기

에서 48시간, 곰팡이/효모의 경우 25℃ 항온배양기에서 72시간 배양한 다음 미

생물 군락수를 계수하였다.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은 배지는 같은 배양조건에서

24시간 더 배양하여 미생물 생육을 관찰하였다. 또한 혐기성균 배양의 경우 혐

기성 jar에서 gas pack과 함께 배양하였다. 외관(appearance) 기호도의 경우 불

고기 스테이크 제조직후(0일)와 가속저장 90일 째에 코팅된 소스의 점성, 색 및

전반적인 외관 관찰 결과를 7점 평점법(1=매우 싫다, 7=매우 좋다)에 의하여 평

가하였다.

(6) 저장 중 관능 품질 평가

검류가 첨가된 소스에 항산화제 처리, 스테이크와 혼합하여 통조림포장, 급속

동결 및 급속동결 온도에서 방사선 조사된 불고기 스테이크의 관능적 품질을 7

점 평점법(1=매우 싫다, 7=매우 좋다)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불고기 스테이크

시료는 평가전 electric pan (110℃)에서 10분간 동일한 조건으로 가열한 다음

50℃로 식혀 관능검사 요원들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상대평가를 위해 불고기 스

테이크의 관능적 특성에 대해 미리 훈련된 10명의 관능평가요원들에게 각각의

시험구를 제공하여 색, 맛, 향, 조직 및 종합적 기호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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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 (1999)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나. 연구결과 및 고찰

(1) 소스 점도 유지를 위한 최적 검류 선택

우주환경에서 소스의 분산을 막기 위해 일정한 점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

며, 이를 위해 잔탄검, 구아검, 로커스트빈검, 카라기난, 한천, 젤란검, 젤라틴, 아

라비아검을 각각 1% 농도로 첨가하여 소스를 제조한 후 선량별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Table 3-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조사구의 경우 구아검, 로커스트빈검, 잔탄

검, 물 첨가구 순으로 점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카라기난, 한천, 젤란검, 젤라틴의

경우에는 1% 첨가시 잼, 젤리 또는 양갱과 같은 물성이 나와 본 연구와 컨셉이

맞지 않았다. 한편, 아라비아검의 경우에는 50 % 이상의 고농도에서 점도가 부

여되어 경제성이 없었다. 한편, 44 kGy 까지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검류 첨가

소스의 점도는 급격하게 떨어졌다. 즉, 0, 22 및 44 kGy 조사구에서 각각 구아검

첨가 소스는 13289, 2593 및 591 cp로 급속하게 점도가 저하되었고 로커스트빈

검은 11764, 2416 및 435 cp로 점도가 저하되었다. 검류 대신 물을 첨가한 소스

의 경우 468, 25 및 0 cp로 점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잔탄검을

첨가한 소스의 경우 조사에 의한 물성 저하가 가장 적어 각각 9317, 7682, 7124

cp로 점성이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의한 소스의 점도변화 양상이 다른 원인은 검류의 분자구조 차이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El Griany, 2005; King and Gray, 1993; Gupta et al.,

2009). 즉, 잔탄검의 경우 분자량 200만 정도이고 D-glucose, D-mannose,

D-glucuronic acid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β-D-포도당이 셀룰로오스와 같이 β

-1, 4 결합으로 연결된 중합체(main)에 매 두 번째의 β-D-포도당의 3번 탄소의

수산기를 통해서 두 개의 만노오스와 한 개의 글루큐론산으로 된 측쇄가 연결된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Sen et al., 2007). 구아검의 경우 분자량 22만 정도이

며 갈락토만난으로 구성되어 있고 D-만노오스의 β-1, 4-결합으로 된 직선상의

중합체(main)에 D-갈락토오스 단위가 α-1, 6-결합으로 더 자주 연결되며 그 가

지는 locust bean gum 분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Gupta et al., 2009). 로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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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빈검의 경우 분자량은 30만 정도이고 구아검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그 가지

는 구아검보다 훨씬 적다(King and Gray, 1993). 이러한 이유로 인해 방사선에

의한 저분자화 경향이 다르게 나타났고 소스의 점도는 잔탄검 > 구아검 > 로커

스트빈검 첨가 순서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90일이 경과한 후 모든 처리구에서 점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조사구의 경우 부패 미생물의 증식으로 인한 당분해로 점도 감소폭이 훨

씬 컸다. 즉, 잔탄검 첨가 소스는 조사선량별로 각각 5129, 7515 및 6843 cp로

나타나 비조사구의 점도 감소폭이 컸으나 22 kGy 이상 조사구의 경우 점도변화

가 거의 없었고, 구아검 및 로커스트빈검 첨가 소스의 경우 공통적으로 6000,

2000, 200 cp정도의 값을 나타내 잔탄검에 비해 비조사구의 점도 감소폭이 훨씬

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방사선 멸균된 불고기용 소스의 점도 유지를 위해 잔탄검

1%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3. Viscosity of sauce added different gums at 1% and

gamma-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during storage at 30℃

(Unit: cP)

0 kGy 22 kGy 44 kGy

0 day 90 day 0 day 90 day 0 day 90 day

Water 468 237 25 8 0 0

Xanthan 9317 5129 7682 7515 7124 6843

Guar 13289 6481 2593 2384 591 276

Locust bean 11764 6245 2416 2269 435 217

Carrageenan -1) - - - - -

Agar - - - - - -

Gellan - - - - - -

Gellatin - - - - - -

Arabic - - - - - -

1)the suspension was too harden to calculate viscosity of th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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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생물 평가

Table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저장 직후, 비조사구(0 kGy)의 호기성 및 혐

기성 총균수는 2 log CFU/g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식육 조리 제품의

미생물 검출수준과 유사하였고, 곰팡이/효모 및 Clostridium sp.균주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22 kGy이상으로 감마선 조사를 할 경우 호기성 및 혐기성 총균수,

곰팡이/효모 및 Clostridium sp. 균주들이 검출되지 않았다. 저장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비조사구는 과다부패로 통조림 팽창, 파손 및 부패취 유발로 인해 실험

이 불가능하였고, 22 kGy 조사구는 저장 90일에 호기성 및 혐기성 총균수가 약

1 log CFU/g수준으로 균수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곰팡이/효모 및

Clostridium sp. 균주들은 저장 기간이 경과하여도 검출되지 않았다. 44 kGy 조

사구의 경우 저장 초기 및 저장 90일이 경과하여도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아 불

고기 스테이크에 있는 미생물이 완전멸균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외관 기호도의 경우 불고기 스테이크 표면 소스의 점도, 색 및 물성 등

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기호도 점수로 나타내었으며, 조사선량에 의존적으로

외관 기호도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즉 비조사구의 외관 기호도는 6.9

점이었으나 22 kGy 및 44 kGy의 경우 6.3점과 5.7점을 기록했다. 한편, 90일 저

장 후 불고기 스테이크의 외관은 비조사구의 경우 부패로 인해 실험이 불가능하

였고 22 kGy 및 44 kGy의 경우 5.8점 및 5.1점을 보여 외관 기호도가 저장 초

기보다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높은 점수를 유지하였다. 방사선 조사

및 저장에 따른 외관 기호도 감소는 점도 저하와 탈색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판

단되며, 본 발명의 소스에 검류 첨가, 항산화제 처리 및 냉동조건하에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할 경우 외관 변화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다.

(3) 저장 중 관능품질 평가

본 발명의 저장성이 우수한 불고기 스테이크의 가속저장 중 관능적 품질은

Table 3-5에 나타낸 바와 같다. 비조사구의 경우 색, 맛, 향, 조직 및 종합적 기

호도가 6.5점 이상으로 관능적 품질이 우수하였고, 44 kGy 감마선 단독조사구의

경우 무처리구에 비해 종합적 기호도가 4.1점으로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70℃

로 급속동결후 냉동조사를 하면 종합적 기호도가 5.2점으로 관능적 품질저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고, 소스에 항산화제(vitamin C와 α-tocopherol) 0.3%

를 첨가하여 -70℃에서 급속동결후 냉동조사를 할 경우 색, 맛, 향, 조직 및 종

합적 기호도가 6.1점 이상으로 나와 비조사구와 관능적 품질이 거의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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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y 22 kGy 44 kGy

0 day 90 day 0 day 90 day 0 day 90 day

Aerobic 2.65 -
1)

ND 1.22 ND ND

Unaerobic 2.71 - ND 1.26 ND ND

Fungi/Yeast ND
2)

- ND ND ND ND

Clostridium sp. ND - ND ND ND ND

Appearance 6.9 - 6.3 5.8 5.7 5.1

Table 3-4. Total viable cells and appearance of Bulgogi steak treated with

irradiation combined-treatment during storage at 30℃ for 90 days

1)-,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total viable cells due to spoilage.

2)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 1 log CFU/g.

일반적으로 방사선 조사된 근육식품은 지방산화가 촉진되고 이취가 발생되는데

이는 관능적인 품질과도 상관관계가 있다(Thakur and Singh, 1994; Merritt et

al., 1975). 그러나 식품 내 유리수가 모두 동결되는 -50℃ 또는 -70℃ 조건하에

서 방사선 조사를 한다거나 항산화제를 병용처리하게 되면 지방산화로 인한 품

질 저하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특히, 병용처리 시 한두 가지 이상의 이

화학적 처리를 병행하게 되면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얻을 수 있다(Brewer,

2009). 따라서 본 발명의 방사선 단독처리구보다 냉동조사구의 관능적 품질이

우수하였고, 더 나아가 항산화제 처리 후 냉동조사를 실시한 불고기 스테이크의

관능적 품질이 방사선 처리구 중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것이다.

저장 90일이 경과할 경우 비조사구는 과다부패로 인한 통조림 팽창, 파손 및

부패취 유발로 인해 실험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감마선 단독조사구의 경우 미생

물의 완전사멸로 인해 부패되지는 않았으나 불고기 스테이크의 색이 붉은색으로

되며, 지방 산화로 인한 산패취로 인해 맛과 향 기호도가 각각 3.6점과 4.2점으

로 나타나 관능적인 품질이 저하되었다. 한편, 냉동조사구의 경우, 저장 직후에

비해 관능적인 품질이 저하되었으나 전체적인 기호도가 4.5점으로 나와 관능적

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였으며,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냉동 조사한 불고기 스테이

크의 경우 저장 90일이 경과하여도 색, 맛, 향, 조직 및 종합적 기호도가 5.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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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나타나 관능적 품질이 우수하였다.

따라서 소스에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급속냉동 조건에서 감마선을 44 kGy로

조사할 경우 불고기 소스 스테이크의 관능적 품질을 유지시키면서 미생물을 효

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5. Sensory quality of Bulgogi steak treated with irradiation

combined-treatment during storage at 30℃ for 90 days

Attributes

Control
1)

IR
2)

FR-IR
3)

AT-FR-IR
4)

0 day 90 day 0 day 90 day 0 day 90 day 0 day 90 day

Color 6.7 -1) 5.7 4.9 6.1 5.3 6.4 5.6

Taste 6.9 - 4.1 3.6 5.2 4.4 6.5 5.7

Flavor 6.5 - 4.8 4.2 5.3 4.9 6.1 5.8

Texture 6.6 - 5.3 5.1 5.7 5.2 6.3 5.8

Overall

acceptance
6.8 - 4.1 3.7 5.2 4.5 6.6 5.7

1)-, Bar indicates no determination of sensory evaluation due to spoilage.

2)Gamma irradiation at 44 kGy under room temperature.

3)
Gamma irradiation at 44 kGy under the frozen state (-70℃).

4)Sample added with antioxidants (Vitamin C 0.3% + α-tocopherol 0.3%) and

gamma-irradiated at 44 kGy under the frozen stat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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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율(%) =
복원 후 중량 - 건조 쌀의 중량

× 100
건조 쌀의 중량

3. 우주비빔밥

가.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실험에 사용한 즉석건조 쌀밥은 정읍시에 소재한 마트에서 구입해서 사용하

였으며, 2007년에 전라북도에서 수확한 동진벼(Oryza sativa)를 농협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2) 동결건조 비빔밥 제조

전주비빔밥의 맛을 구현하기 위해 전주시 지정 전주비빔밥 전문식당(고궁)을

방문하여 일주일 동안 현지에서 조리 방법을 학습한 후 실험실 실정에 맞게 비

빔밥을 제조하였다. Lee 등(2004)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쌀 200 g을 5배 물로

가볍게 4회 수세하고 증류수 260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1시간 수침시킨 후 전

기압력밥솥(Model RJ-0570, LG Co., Seoul, Korea)에 취반하여 미리 준비하였

다. 콩나물은 끓는 물에 0.1% NaCl을 넣은 후 10 min동안 데친 후 흐르는 물에

헹군 후 잔여 수분이 낙하하도록 방치하여 준비하였으며 미나리는 끓는 물에 3

min 동안 데친 후 흐르는 물에 헹군 후 준비하였다. 오이, 당근 및 무는 4～5

cm로 곱게 채 썰어 사용하였으며 표고버섯 및 도라지는 1～2 cm 크기로 채 썬

후 미리 가열된 프라이팬에 30～40초 동안 볶아 준비하였다. 쌀밥, 부재료 및 고

추장 양념을 혼합하여 비빔밥을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제조된 비빔밥을

200 ± 5 g 씩 용기에 담은 후 -70℃의 냉동고(Model 917, Forma Scientific

Inc., Ohio, USA)에 5시간 동안 동결시킨 후 동결건조기(Model FD-5505P,

Ilshinlab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수분함량이 9.0 ± 1.0% 이하까지 건조

시켜 실험에 사용하였다.

(3) 복원율 측정

비빔밥의 복원율을 측정하기 위해 70℃의 항온수조(Model SX-10R, Taitec,

JAPAN) 내에 시료 5 g을 넣고 30분 동안 복원 시키면서 5분 간격으로 쌀알을

꺼내어 여과지 위에 조직이 상하지 않도록 굴리면서 표면수를 제거한 후 제거된

밥의 무게를 측정하여 복원전 시료의 중량에 대한 복원 후 흡수한 수분량의 백

분율을 복원율로 나타내었다.



- 49 -

(4) 방사선 조사

시료를 방사선 조사하기 위하여 비빔밥을 두께 5 cm, 내부간격 10 cm의 스

티로폼 박스에 넣어 밀봉한 다음, 한국원자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내

감마선 조사시설(선원 30만 Ci, Co-60)을 이용하여 실온(12 ± 1℃)에서 분당

125 Gy의 선량율로 방사선 조사하였다. 김치의 감마선 조사선량은 0, 10, 20,

30 및 4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으며, 흡수선량 확인은 세릭-세로스

선량계(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였고,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0.1 kGy

였다.

(5) 미생물 평가

시료 10 g을 시료균질용 멸균 봉투에 넣고 미리 멸균시켜 준비한 펩톤수

(0.9% peptone) 90 mL을 넣은 후 미생물 분석용 시료균질기(Stomacher)에서 3

분간 균질하였다. 시료 균질액을 10분간 정치한 다음 상등액 1 mL을 취하여 10

배 희석법을 실시하여 희석시킨 다음, 미리 멸균하여 준비한 plate count aga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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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 미생물 군락수를 계수하였다.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은 배지는 같은 배

양조건에서 24시간 더 배양하여 미생물 생육을 관찰하였다.

(6) 관능평가

관능검사에 사용된 시료는 30분간 복원시킨 시료를 사용하였다. 관능검사를

위한 panel은 미리 훈련된 1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으

며, 검사 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otal session은 10～12분으로 정하였다.

이때의 평가항목은 저작성(Chewiness), 조직감(Hardness), 외관(Appearance), 맛

(Test), 향(Flavor), 종합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7점 척도법

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매우 좋아한다(강하다):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1점 이었다.

(7)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10.0)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였으며, 시료간의 유의성

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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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 및 고찰

(1) 팽창제 침지에 따른 복원성 변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 팽창제인 baking powder를 각각 다른 농도로

수침할 때 사용한 후 호화 시킨 후 동결건조 하여 재수화율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3-6에 나타내었다. baking powder 0.3% 및 0.5% 첨가구의 경우가 대조구

및 0.1% 첨가구에 비해 재수화율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단면을 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baking powder 0.3% 첨가구의 경우 대조구에 비해

기공의 크기가 크게 관찰되었으나 baking powder 0.5% 첨가구의 경우 조직이

손상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3-1). 이는 쌀의 전분조직이 baking

powder에 수침 후 취반 중 온도가 점진적으로 올라가면 쌀 조직 내에 녹아있던

팽창제에 의해 기포가 형성대고 조직의 내압이 높아져 기포의 크기가 커진 것으

로 판단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0.3%의 baking powder 첨가가 쌀밥의 내부 기

공을 크게 하여 건조 후 재수화율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이후 연구

에서는 baking powder 0.3% 수용액에 쌀을 침지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Table 3-6. Rehydration rate of cooked and free-dried rice after soaking in

solution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baking powder

(Unit : %)

Baking

powder

(%)

Rehydration time (min)

5 10 15 20 25 30

control 109.9±10.2
a
125.5±9.5

a
146.3±7.7

a
177.8±12.3

a
186.2±15.6

a
188.8±18.5

a

0.1 102.6±9.3
a
126.2±7.6

a
157.0±10.2

ab
180.5±10.5

ab
196.3±14.4

b
189.9±10.3

a

0.3 100.7±7.5a 139.4±11.3b 168.1±8.9b 185.3±13.6b 197.4±16.3b 197.8±13.5ab

0.5 108.3±11.2
a
143.0±11.0

b
170.3±12.8

b
190.2±14.2

b
202.7±10.7

b
205.3±14.1

b

3)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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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cooked and free-dried rice

after soaking in solution add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baking

powder.

(2) 감마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 평가

무처리군은 고추장 양념에 오염된 미생물 수준인 106으로 일반적인 고추장에

오염된 미생물 수를 나타냈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고 가열 처리만 하였을 경

우 미생물 감균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104 정도의 미생물이 살아남아 완전사

멸은 불가능하였다. 급속냉동 후의 방사선 조사는 상당한 감균 효과를 나타내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초기 미생물 생육이 관찰되지 않았다. 저장 중 무처

리군은 건조식품의 특성에 따라 미생물의 큰 증가는 없었지만,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열처리군 역시 미생물 생육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kGy 감마선 조사된 시험구에서는 미생물 생육이 관찰되었지만, 저장 중 미생

물 생육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15 kGy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저장 이주일째

미생물 생육이 관찰되었으며, 저장 중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kGy 감마선 조사구와 마찬가지로 미생물 생육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공포장의 혐기적 조건에서 미생물 생육이 제한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반면 2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구에서는 비빔밥에 있는 미

생물이 완전 사멸되어 가속저장 중에도 생육이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Table 3-7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 kGy 이상 선량에서 미생물들이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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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되는 것으로 나타나 러시아의 우주식품 인증기관인 러시아 우주항공청 산아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IBMP)가 제시하는 우주식품의 미생물 기준

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7. Evaluation of the total microbes of bibimbap during storage at

35℃

Dose

(kGy)

week

0 1 2 3 4

control - 1.1 × 106 3.2 × 106 2.4 × 107 5.2 × 107 8.7 × 107

sample1) - 5.2 × 104 9.2 × 104 3.4 × 105 3.7 × 105 5.8 × 105

sample2)

5 3.6 × 103 1.7 × 103 3.8 × 104 5.8 × 105 4.9 × 104

10 3.0 × 102 7.0 × 102 3.9 × 103 7.1 × 103 3.7 × 103

15 ND3) ND 4.0 × 102 5.0 × 102 1.3 × 103

20 ND ND ND ND ND

25 ND ND ND ND ND

30 ND ND ND ND ND

1)Cooked rice mixed with kochujang heated at 100℃ for 30 min

2)Cooked rice mixed with kochujang heated at 100℃ for 30, then

gamma-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3)
ND: not detectable

(3) 관능적 품질평가

비빔밥 제조 직후의 관능적 품질을 평가한 결과(Table 3-8), 진공포장 후 감

마선 조사처리구의 경우 선량에 의존적으로 관능적 품질이 약간 감소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 시 전체적인 기호도가 중간(4점) 이상으

로 나타나 앞서 예비실험결과를 통해 기술한 바와 같이 감마선 조사 시에 진공

포장 및 급속 냉동조건의 병용처리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관능적 품질저하를 상

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고추장을 100℃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제조된 동결건조 비빔밥을 20

kGy의 감마선으로 처리할 경우 관능적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을 효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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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Table 3-8. Sensory evaluation of freeze-dried bibimbap 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Dose

(kGy)

Attributes

appearance texture taste flavor off-flavor
overall

acceptability

control - 6.8a3) 6.7a 7.0a 6.8a 1.0a 6.8a

sample1) - 6.7a 6.8a 6.9a 6.7a 1.0a 6.8a

sample2)

5 6.4a 6.3ab 6.6a 6.0ab 1.2a 6.4ab

10 5.7b 5.9b 5.4b 5.3b 1.7bc 5.8b

15 4.3c 4.6c 4.6c 4.9bc 2.1c 4.8c

20 4.3c 4.4c 4.3c 4.3c 2.6d 4.5c

25 3.7d 3.2d 3.2d 3.2d 3.7e 3.4d

30 2.1e 2.2d 2.0e 2.1e 4.8f 2.1e

1)Cooked rice mixed with kochujang heated at 100℃ for 30 min

2)Cooked rice mixed with kochujang heated at 100℃ for 30, then

gamma-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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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미역과 다시마는 부산 기장군의 청호수산(주)에서 제공받

아 사용하였으며, 다진 마늘, 쇠고기 양지, 소금은 정읍소재 소매점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미생물 실험에 사용된 배지는 Difco (Detroit, USA)사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고 품질평가에서 사용된 시약은 Sigma (Steinheim, Germany)사에

서 구입한 일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 동결건조 미역국 제조

미역국의 제조과정은 육수와 미역국 제조의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누어 제조

하였다. 육수는 물 3 L에 쇠고기 양지 400 g, 다시마 20 g 및 다진 마늘 5 g을

넣고 30분간 가열 후 60 mesh sieve (Chung Gye Industrial CO., Seoul, Korea)

로 고형분을 걸러내어 모은 육수를 4℃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경화된 지방을 제

거하여 사용하였다. 미역국은 육수 250 mL, 미역 3 g (dry base), 소금 1 g을

첨가하여 10분간 끓여 제조하였다. 조리된 미역국은 미역건더기와 국물로 분리

하여 동결건조 하였고 건조된 미역건더기 2 g과 미역국물 분말 2 g을 혼합하여

알루미늄 포장지(aluminium laminated low density polyethylene, Sunkyung

Co., Seoul, Korea)에 넣고 진공 포장하여 동결건조 미역국을 제조하였으며, 이

과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포장된 최종제품의 수분함량은 7.81±1.09%, Aw는

0.2±0.05로 측정 되었다.

(3) 감마선 조사

동결건조 미역국을 0, 5, 10, 15 및 20 kGy의 흡수선량이 되도록 Co-60 방사

선 조사시설(IR-79, Nordion International Ltd.,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실

온(20±1℃)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률로 조사하였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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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4) 미생물 평가

감마선 조사가 동결건조 미역국의 미생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해 시료무게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식염수 (0.89% NaCl)를 멸균 bag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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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macher lab blender (Interscience Co., Nom, France)로 1분간 균질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미생물 오염도 평가는 러시아 IBMP에서 제시한 우주식품 미생

물 평가 항목인 총균수, 대장균군,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세레우스균

및 진균류에 대하여 오염도를 평가하였다. 건조시료를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 1 mL을 총균수에 대하여 Plate Count Agar (PCA, Difco, Detroit,

USA), 살모넬라균은 SS agar (Difco, Detroit, USA), 세레우스균은 MYP agar

(Difco, Detroit, USA)에 주입한 후 굳혀 평판을 만들었다. 각 평판은 35℃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으로 나타내었다. 대장균군과 대장균은 3M

Petrifilm (3M Microbiology Products, St. Paul, USA)을 이용하였고 진균류는

PDA배지에 시료 희석액 0.1 mL을 도말한 후 25℃에서 76시간 배양하여 계수하

였다.

(4) 색도 측정

Color differencemeter (Model CM-3500d,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

(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및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였다. 색

차의 측정은 재수화된 미역국을 국물과 미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미역은 재

수화된 미역국에서 분리한 후 표면의 국물을 제거하여 측정하였고 국물은 10

mL을 취해 지름 50 mm의 투명용기에 넣은 후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색은 L*

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준으로 사용하였다.

(5) 관능품질 평가

관능평가는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건조 미역국에 70℃의 물 200 mL을 첨가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관능평가를 위한 panel은 미리 훈련된 10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나이, 성별을 기록하였고 각 시료는 물 컵, 시료를 뱉는 컵, 입 헹구는

물을 제공하였으며 평가 항목으로는 색(Color), 향(Flavor), 맛(Taste), 조직감

(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이취(Off-flavor)에 대하여 7

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이때 매우 좋다(강하다):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

점,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1점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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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10.0)을 이

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결과간의 유의성

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였다.

나. 연구결과 및 고찰

(1) 동결건조 미역국의 미생물 평가

동결건조 미역국의 미생물 평가 결과를 Table 3-9에 나타내었다. 동결건조

미역국은 Table 3-2에 제시된 러시아 우주식품 미생물 규격 항목에 의해 평가

되었다. 즉, 비가열 식품 규격에 의해 총균수, 대장균군, 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

대장균, 및 진균류에 대한 미생물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샘플에서 검출 한계

(1 log CFU/g) 이하로 나타났으나 Bacillus cereus가 1 log CFU/g 수준으로 검

출되었다. 한편, 10 kGy 이상 조사시 모든 샘플에서 미생물이 검출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미역국 제조시 100℃에서 40분간의 가열처리를 하지만 이에 의해 세

균포자까지 완전히 사멸시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Cho 등(2008)은

가열처리 후 건조를 통해서 낮은 수분활성도를 가지는 선식의 경우에서도 B.

cereus가 사멸하지 않고 포자를 형성하고 있다가 발아하였다는 보고를 하였으며

Per 등(1997)은 B. cereus등의 endospore를 형성하는 포자형성 미생물은 불안전

한 조리과정을 거친 식품에서 포자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가 48℃이하로 유지한

경우 빠른 증식을 하여 식중독을 유발한다고 보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미역

국은 가열처리만을 통해서 미생물을 제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우주식품

의 미생물 기준에 부합하려면 가열처리 이외의 부가적인 위생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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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Microbial populations of the freeze-dried seaweed soup

(Unit: log CFU/g)

Microorganisms
Irradiation dose (kGy)

0 5 10 15 20

Total aerobic count ND1) ND ND ND ND

Coliform ND ND ND ND ND

Staphylococcus ND ND ND ND ND

Salmonella ND ND ND ND ND

Yest and Molds ND ND ND ND ND

Escherichia coli ND ND ND ND ND

Bacillus cereus 1.5±0.32) 1.2±0.1 ND ND ND

1)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 log CFU/g.

2)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3)

(2) 재수화 미역국의 미역 및 국물의 색차 측정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역국의 색차를 Table 3-10에 나타내었다. 색차는

동결건조 미역국을 재수화한 후 미역과 국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국물의 색차

는 지름 50 mm의 투명 용기에 넣은 후 측정하였고 미역은 표면의 국물을 제거

한 후 투명 판넬 위에 올려놓고 각 시료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를 측정하였

다.

선량별로 조사된 미역국 국물의 색차를 측정한 결과 명도는 조사선량이 높아

질수록 감소하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증가하였다. 비조사구의 명도는

76.89±3.28, 15 kGy 조사구의 명도는 71.29±0.95로 측정되어 유의적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지만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명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비조사구와 10 kGy 조사구의 적색도는 각각 -1.25±0.22, -0.99±0.17로 측

정되어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황색도의 경우 적색도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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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와 10 kGy 조사구의 황색도는 각각 13.64±3.31,

14.81±2.19로 측정되어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10 kGy이상의 선량에

서 황색도가 증가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10. Hunter's color values of freeze-dried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Hunter's
value Dose (kGy)

Seaweed soup

Seaweed Soup

L
*

0 33.98±2.42
c1)

76.89±3.28
a1)

5 33.58±1.76
c

76.25±1.51
a

10 34.31±1.88
c

74.96±1.83
a

15 34.21±1.48
c

71.29±1.95
ab

20 37.48±1.28
b

68.47±2.10
b

a
*

0 -0.44±0.13
b

66.48±0.85
b

5 -0.39±0.08
b

66.15±2.54
b

10 -0.24±0.07
b

-1.25±0.22
b

15 -0.22±0.11
b

-1.18±0.15
b

20 -0.20±0.05
ab

-0.99±0.17
b

b
*

0 3.28±0.15
b

-0.76±0.18
ab

5 3.25±0.28
b

-0.43±0.25
a

10 2.78±0.31
b

-0.18±0.31
a

15 3.42±1.27
b

0.08±0.27
a

20 4.92±1.21
ab

13.64±3.31
c

1)a-c
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5)

방사선 선량별 미역의 색차를 측정한 결과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 선

량이 높아질수록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비조사구와 15 kGy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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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미역의 명도는 각각 33.98±2.42, 34.21±1.48로 측정되어 15 kGy 이상의 선량

에서는 명도가 증가 하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조사구와 15 kGy 조사구의

적색도는 각각 -0.44±0.13, -0.22±0.11로 측정되어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 적색도가 증가 하였다. 비조사구와 15 kGy 조사구의

황색도는 각각 3.28±0.15, 3.42±1.27로 측정되어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

나 15 kGy 이상 선량에서 황색도가 증가 하였다. Byun 등(1991)은 염장미역에

2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를 적용하였을 때 carotenoid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Artés-Hernandez 등(2009)은 11.35 KJm-2이하의 에너지

를 갖는 UV-C 방사선 처리에도 시금치의 색도 및 클로로필 함량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009)은 5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미역 고유의 색소 성분인 fucoxanthin 성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10 kGy～15 kGy의 선량에서도 색차의 변화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5 kGy 이상의 선량에서 적색도와 황색도가 증가 되고,

국물은 명도가 감소하며 미역은 명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수화 미역국의 관능품질 평가

0, 5, 10, 15 및 20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동결건조 미역국을 재수화한 후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역국의 관능품질 변화를 평가하

였으며 이를 Table 3-11에 나타내었다. 모든 항목에서 비조사구의 미역국이 가

장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기호도가 낮게 평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10 kGy 조사구는 비조사구의 미역국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으나 15 kGy 조사구는 맛(taste)과 전체적인 선호도(overall acceptance)

에서 비조사구 미역국과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나머지 관능평가 항목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5 kGy 이상의 조사구는 색 선호도(color)를 제

외한 관능평가 항목에서 기호도가 낮게 평가 되었으며 조직감(texture)과 이취

(off-flavor)는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관능적 기호도가 크게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산패취가 증가하였으

며, 방사선에 의한 조사취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free radical의 작용으로

단백질과 지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보고 된 바 있다(Ahn et al. 2000;

Formanek et al. 2003; Mcmillin et al. 1996; Nam et al. 2003).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10 kGy의 선량으로 동결건조 미역국의 감마선 조사 시 우주식품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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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만족하며 고유의 관능적 품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11. Sensory evaluation of feeze-dried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seaweed soup at different doses

Irradiation

dose

(kGy)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Off flavor

0 5.3±0.4NS1) 5.0±0.4a2) 5.3±0.5a 5.5±0.5a 5.7±0.3a 1.9±0.3b

5 5.0±0.3 4.6±0.3a 4.4±0.4a 4.9±0.3a 4.6±0.5a 2.3±0.2b

10 5.2±0.3 4.7±0.3a 4.3±0.5a 4.8±0.3a 4.5±0.5a 2.4±0.2b

15 4.8±0.4 4.8±0.4a 4.0±0.3ab 3.8±0.5b 4.0±0.4ab 3.4±0.3ab

20 5.0±0.5 4.0±0.3b 3.7±0.6b 3.4±0.3b 3.6±0.3b 3.2±0.4ab

25 4.7±0.2 4.3±0.3b 3.9±0.4b 3.0±0.4b 3.5±0.5b 3.5±0.5a

30 4.8±0.3 3.7±0.4
b

3.4±0.4
b

2.3±0.5
c

3.3±0.5
b

4.3±0.5
a

1)NSNon significantly

2)a-c
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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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주참뽕(오디)음료

가. 재료 및 방법

(1) 재료

참뽕음료 제조에 사용한 재료는 오디분말(알비내츄럴식품, 부안군), 설탕(백

설하얀설탕, CJ), 구연산(citric acid anhydrous, 남영, 인천) 및 펙틴(pectin 150,

USA-SAG, Germany)을 구매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2) 참뽕음료의 제조

참뽕음료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배합비는 선행연구를 통해 오디분말 및 펙

틴의 함량을 고정시키고 설탕 및 구연산의 양은 Table 3과 같이 달리하여 제조

하였다.

Table 3-12. Formula for mulberry beverage powder

Ingredient (g) A B C

Mulberry powder 5.52 5.52 5.52

Pectin 0.03 0.03 0.03

Sugar 25.00 20.00 15.00

Citric acid 0.40 0.45 0.50

Total 26.00 26.00 21.05

3)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60
Co 감마선 조사시설(IR-79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Ottawa, Canada)에서 실시하였으며, 실온 (20±2oC)에서 분당 70 Gy의

선량률로 흡수선량이 1.0, 2.0, 3.0, 4.0 및 5.0 kGy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흡수선

량의 확인은 dosimeter (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였다.

4) 관능검사

참뽕음료의 관능검사는 참뽕음료 분말을 정수(4℃) 100 mL에 용해시킨 후,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원 중 훈련된 panel 10인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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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의 평가항목은 기호도 조사는 색, 냄새, 신맛, 단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로, 특성강도 조사는 이취에 대하여, 매우 좋아한다(매우 강함),

7점; 좋지도 싫지도 않다, 4점; 매우 싫어한다(매우 약함), 1점이었다. Panel은 관

능검사 중 나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

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였으며, 검사 중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total session은 15-20분으로 정하였다.

5) 미생물 생육정도 분석

참뽕음료분말 10 g에 90 mL의 멸균 peptone수(0.1%, Difco Lab., Detroit,

MI, USA)를 멸균 bag에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Tekmar

Co., USA)에서 2분간 균질화 하였다. 이 용액을 다시 멸균 peptone수로 10배씩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일반호기성미생물은 Plate Count Agar (PCA, Difco Co.,

USA), 효모와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Co., USA)에 도말

하였다. 포자형성균은 시료를 80OC에서 20분간 가열하여 영양세포를 사멸시킨

후 생성된 포자를 그람염색법으로 확인 후 Plate Count Agar (PCA, Difco Co.,

USA)에 도말하였다. 배양조건은 일반호기성미생물과 포자형성균은 30℃에서 48

시간, 곰팡이 및 효모는는 25℃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군락이 30-300개

를 형성된 배지만을 계수하였다.

나. 결과 및 고찰

1) 최적 레시피 설정

배합비를 달리한 참뽕음료를 제조 후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3-13에 나타내

었다. 색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며, 맛, 단맛, 신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B군이

가장 높게 나타나 B군의 배합비를 최적 배합비로 설정하였다(Table 3-14 &

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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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Organoleptic test on mulberry beverage powder

Attributes A B C

Color 6.60±0.54 6.71±0.49 6.16±0.19

Taste 3.94±0.90 4.14±0.90 3.00±0.50

Sweetness 4.35±0.67 5.29±1.11 3.29±0.84

Sourness 3.5±0.50 4.29±1.11 2.10±0.95

Overall acceptance 4.32±0.32 5.43±0.53 4.10±0.50

Table 3-14. Final formula for mulberry beverage powder

Ingredient Amount (g) Ratio (%)

Mulberry powder 5.52 21.2

Sugar 20.00 76.9

Citric acid 0.45 1.8

Pectin 0.03 0.1

Total 26.00 100

Fig. 3-2. Rehydrated mulberry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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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참뽕음료 제조

위생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하여 멸균된 우주참뽕

음료를 개발하기 위해 1, 2, 3, 4 및 5 kGy의 흡수선량이 되도록 감마선 조사된

참뽕음료의 일반호기성미생물, 곰팡이 및 효모, 포자형성균에 대한 측정 결과는

Table 3-15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군에서는 1.35 log CFU/g으로 일반호기성 미

생물이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 kGy이상 감마선 조사 시 검출 한계 내에

서 일반호기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 및 효모와 포자형성균은 비조

사군과 조사군 모두 검출 한계 내에서 검출이 되지 않았다.

Table 3-15. Microbiological population of gamma-irradiated mulberry

beverage

Dose (kGy)
Microorganisms (log CFU/g)

Total aerobic
bacteria Yeast and fungi

Spore forming
bacteria

0 1.35 ND ND1)

1 1.00 ND ND

2 ND ND ND

3 ND ND ND

4 ND ND ND

5 ND ND ND

1)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10

1
CFU/g.

멸균된 참뽕음료의 개발을 위한 감마선 조사된 우주참뽕음료의 색, 냄새, 신

맛, 단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한 기호도 변화와 이취에 대한 특성강도 변화

측정 결과는 Table 3-16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군은 평가항목에 있어 보통(4.0)이

상의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전체적인 기호도가 5.33이고, 이취는 1.33으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 3 및 4 kGy로 감마선 조사된 조사군에서는 비

조사군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4 kGy 까지는 관능적 품질에 영향을 거의 주

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5 kGy 조사군은 색 및 냄새에 대한 평가 항

목에서 다른 조사군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는데, 이는 특히 냄새에 있어 이취가

1.83으로 1.50인 4 kGy 조사군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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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사료된다. 5 kGy 조사군 역시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비조사군과 조사군간

의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관능적 품질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

로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조된 우주참뽕음료의 사진을 Fig. 3-3에 나타내었다.

Table 3-16. Organoleptic test on gamma-irradiated mulberry beverage

Dose
(kGy)

Attributes

Color Flavor Sourness Sweetness
Overall

Acceptance
Off flavor

0 5.83±0.75 5.67±0.52 5.50±1.05 5.50±1.05 5.33±0.82 1.33±0.52

1 5.33±0.52 5.33±1.21 5.00±0.89 5.50±1.22 5.00±0.89 1.33±0.75

2 5.17±0.75 4.83±0.75 5.33±1.03 5.33±1.37 5.33±1.63 1.50±0.55

3 5.33±1.21 4.17±0.75 5.67±0.82 5.50±1.05 5.33±1.03 1.33±0.52

4 5.33±0.58 4.50±1.05 5.35±01.05 5.17±1.33 5.33±1.21 1.50±0.55

5 4.67±0.52 4.00±0.00 5.25±1.55 5.23±1.83 5.33±1.37 1.83±0.75

Fig 3-3. Photograph of space mulberry beverage



- 68 -

6. 신규 우주식품 4종의 인증평가

현재 우주식품은 미국과 러시아에 의해서만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의 우주선

을 통해 우주식품을 탑재하면 NASA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러시아의 경우 러시

아 우주항공청 산하 IBMP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IBMP의 우주식품 인증절차는

예비평가, 저장평가, 최종평가로 진행되며 약 100일이 소요된다.

저장평가는 우주선과 유사한 환경조건에서 51일간 수행되며 저장기간에 따른

미생물, 관능평가가 수행된다. 이 때 5개의 샘플은 미생물평가에 사용되고 2개는

관능평가에 사용되며 각각 0, 21, 36 및 51일차에 실시된다. 즉, 0일차에 미생물

평가 및 관능평가가 수행되며 21일간은 20±2℃에서 저장 후 다시 미생물평가

및 관능평가가 실시된다. 이때 관능평가는 0일차의 품질을 대조구로 하여 저장

기간에 따른 품질의 변화를 검사하게 된다. 이후 30일은 25±1℃에서 저장하며

본 기간 중 30℃ 1일과 35℃ 2일의 온도 상승 구간을 포함한다. 관능평가는 저

장 중의 시료들과 저장 전의 시료와의 유의적인 맛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안전성

은 “러시아 우주식품 개발 및 품질을 위한 미생물 규정”에 의거하여 수행한다.

최종평가는 예비평가 및 저장평가의 결과 분석과 인증서 작성에 필요한 문서작

업으로 이루어져있다.

2009년 8월 13일 IBMP에서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멸균된 한국우주식품 4종

(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및 참뽕음료)에 대한 우주식품 인증 협약을 체결(Fig.

3-4)하였고 우주식품의 저장성 평가(life-test)를 위하여 각각 35개의 샘플 및 상

세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전달하였다(별첨 1).

실험기간은 약 100일이 소요되며, 51일간 우주환경 모사조건에서의 저장기간

중 미생물학적, 관능학적 품질을 평가(별첨 2)한 결과 2010년 1월 국제우주정거

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우주식품으로 최종 인증서를 획득하였다(Fig.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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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Contract (top) and signing (bottom) of the contract on certification

of space mulberry be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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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Delivering of the certificate for space mulberry beverage (top) and

the certificate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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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AERI-IBMP 화성유인탐사 모사실험(MARS-500) 공동연구

2010년 3월 러시아 생물의학연구소(IBMP)는 장기간의 화성탐사 기간 동안의

인체생리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500일의 화성탐사 모의실험(MARS-500 프로젝

트)을 계획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한국우주식품 6종(김치, 수정과, 불고

기, 비빔밥, 미역구 및 참뽕음료)의 화성모의실험(MARS-500)을 통한 인체영향

평가를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 중이다(별첨3). 러시아 IBMP의 관능평가 전문가

가 수행한 MARS 500 프로젝트에 사용될 우주참뽕음료의 관능평가 결과 5점척

도법에서 평균 5점 획득할 정도로 우수한 품질평가를 받았다(Table 3-17).

Table 3-17. Organoleptic test on Korean space foods for MARS-500 by

IBMP specialists

Attributes

Korean space foods

Bulgogi Bibimbap
Seaweed

soup
Kimchi Sujeonggwa

Mulberry

beverage

Color 5.00±0.00 4.83±0.41 4.50±0.55 4.83±0.41 4.67±0.52 5.00±0.00

Flavor 5.00±0.00 5.00±0.00 4.00±0.63 4.50±0.55 4.83±0.41 5.00±0.00

Texture 4.83±0.41 5.00±0.00 4.33±0.52 4.67±0.52 4.67±0.52 5.00±0.00

Taste 5.00±0.00 4.67±0.52 4.00±0.00 4.17±0.75 4.17±0.75 5.00±0.00

Overall

Acceptance
5.00±0.00 4.83±0.41 4.08±0.20 4.33±0.52 4.37±0.66 5.00±0.00

또한, 우주참뽕음료를 MARS-500 프로젝트에 참가한 6명의 선원들에게 공

급하여 장기간 우주선과 같이 고립된 공간에 생활하는 사람들의 면역력 저하 및

스트레스를 해소 등에 대한 인체영향을 평가할 예정이다(Fig.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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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Experimental facility for MARS-500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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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우주기술은 기술선도형, 미래지향형 첨단기술의 복합체로 현재 우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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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미래 식품생산 및 가공, 환경 및 산업 신소재 등의 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혁신과 과학기술적 파급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현재 국가우주개발계획에서 위성체/발사체 등 Hardware부분의 개발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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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되어야 하며, 후자의 경우 비교적 작은 예산규모에서도 산업적 가치

가 많은 Spin-off 기술 개발로 선진국에서 선점하지 못한 산업을 창출하

고 시장을 개척할 수 있어, 지금이 미래 우주산업을 위한 사업수행의 적

기임

○ 경제적인 관점에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우주과학과 우주생활지원시스

템’ 연구 분야는 아직 전 세계적으로 총괄적이고 구체적인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 진 바는 없으나, 우주개발 선진국의 본 분야 투자규모 및 비율로

이에 대한 중요성 및 향후 경제적 유용성을 유추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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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개척을 위한 필수 해결조건이라는 관점에서 ‘Space Biology', 'Life

Supporting System'을 접근하고 있음[미국 NASA의 경우 2004년, 2005

년 예산 실적보고서를 보면 NASA 전체예산의 약 10%가 ‘Life

Supporting System' 분야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2004년 : 16

억불/154억불, 2005년 : 9억불/90억불)]

○ 또한 본 사업은 사업진행 중 산업적 가치가 많은 응용기술(spin-off)의 발

생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업으로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을 모

아 산업체로 기술을 이전하는 일명 ‘Spin-off Project’를 추진하였으며, 동

프로젝트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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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화하였음

- 개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하여 항공, 자동차, 국방,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음. 따라서 본 기술의 연구개발은 국

내 원자력, 정보통신, 소재, 생명공학 등 타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

기술로 크게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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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경우 2007년 신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2개 기업이 공

동연구개발에 참여하여 우주식품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였고, 당해 연도

에도 2개 기업(전주비빔밥연합회, 청호식품)이 공동연구개발 참여하여

국내 산업계의 관심이 매우 큰 분야임

○ 확보한 기술 Know-How 및 핵심원천기술은 향후 국가우주개발사업에서

원자력(방사선)기술의 활용을 확대할 수 있어 사업 및 재원 다각화에 기

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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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외적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일

반 국민의 원자력기술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크게 기여함

○ 본 사업의 추진을 통해 얻어지는 연구성과물이 ‘우주경제시대’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그 가치를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긍정적 파급

효과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함



[첨부]

KAERI-IBMP 화성유인탐사

모의실험(MARS-500) 공동연구 문서 및

협약서

(한국우주식품의 인체생리 영향 평가)



Annex 3 to the Contract No. 09-50-11 

 

 

List of Documents to be provided by the Customer 

 

No. Description of documents 

1. 
Documents confirming that the companies producing the Products are licensed for 

production of these food products. 

2. Data on food composition and compounding of Korean Products. 

3. 
The document showing how the system of the product quality control is organize

d at the factory. 

4. Results of microbiological tests of the Products. 

5. 
Document confirming that the Products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content of toxic substances 

6.  Life time and storage conditions of the product 

   

Note: These documents should be prepared in English and duly signed by the Customer’s represe

ntative. 



No. 1 of Annex 3 to the Contract No. 09-50-11 

 

Declaration for food production 
 

As a Korean government founded institut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ERI”) has developed 

six items of Korean space food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od 

products”).  

The Food products (Kimchi, Sujeonggwa, Bulgogi, Bibimbap, 

Seaweed soup, Mulberry beverage) were produced at KAERI’s 

laboratory not for commercial use but only experimental use for 

MARS-500 experiment. 

This document confirms that the Food products are produced 

according to the current technological standards and comply with the 

Food Code of the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Dr. Myung-Seung Yang 
 
President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te:                             



No. 2 of Annex 3 to the Contract No. 09-50-11 

 

1. Kimchi 
 

1-1. Picture and Specification  

 
- Total weight: 94 g (Kimchi 70 g + package 24 g)  

- Size: 78 mm (diameter) × 30 mm (height)  

- Type: packaged in an metal can, radappertized, and ready-to-eat 

 

1-2. Ingredient  

Ingredient Quantity (%) 

Chinese cabbage 70 

Radish 10 

Red pepper powder 9 

Garlic 3 

Onion 2 

Ginger 2 

Salted shrimp 1.5 



Rice porridge 1 

Leek 1 

Calcium lactate 0.2 

Vitamin C 0.3 

Total 100 

※ All ingredients are edible and approv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1-3. Nutrition facts and pH of kimchi (70g) 

- Calorie: 30 kcal  

- Protein: 1.5 g  

- Fat: 0.5 g  

- Carbohydrate: 5 g 

- Moisture: 85% 

- Sodium: 600 mg 

- Potassium: 270 mg 

- Phosphorous: 40 mg 

- Calcium: 35 mg 

- pH: 5.5 

 

1-4. Production date and storage 

- Production date: 11. Jan., 2010 
- Storage: 24 months at 25oC, shadowy place, and dry condition 
        (estimated by accelerated storage experiment for 90 days)  



1-5. Manufacturing process  

Optimally fermented Kimchi

Cutting 

 Adding additives 

Canning 

Heating 

Freezing (-70oC) 

Gamma irradiation at 26 kGy

 

1-6. How to eat  

1) Lift tab to rim 

 

2) Pull back slowly 

 

 
 



2. Sujeonggwa 
 

2-1. Picture and Specification  

 

- Total weight: 16 g (sujeonggwa 10 g + package 6 g)  

- Size: 100 mm (width) × 170 mm (length) × 2 mm (height) 

- Type: radappertized, hydrated, and vacuum-packaged type  

 

2-2. Ingredient  

Ingredient Quantity (%) 

Cinnamon extract 55 

Dextrin 30 

Ginger extract 10 

Sugar 4 

Citric acid 0.5 

Cinnamic aldehyde 0.5 

Total 100 



※ All ingredients are edible and approv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2-3. Nutrition facts and pH of sujeonggwa (10g) 

- Calorie: 35 kcal  

- Protein: 0 g  

- Fat: 0 g  

- Carbohydrate: 9 g 

- Moisture: 5% 

- Sodium: 0.9 mg 

- Potassium: 0.3 mg 

- Phosphorous: 0.1 mg 

- Calcium: 0.2 mg 

- pH: 3.9 

 

2-4. Production date and storage 

- Production date: 11. Jan., 2010 
- Storage: 30 months at 25oC, shadowy place, and dry condition 
        (estimated by accelerated storage experiment for 90 days) 

 

2-5. Manufacturing process  

Cinnamon extract 

Adding additives 



 Spray drying 

Vacuum packaging 

Gamma irradiation at 6 kGy

 

2-6. How to eat 

1) Cut the top of the inlet using a pair 

of scissors. 

 

 

2) Inject 75 mL of hot water into the bag 

through the inlet and shake for 30 

seconds. 

 

3) Drink through the straw or using a cup. 

 



3. Bibimbap (mixed rice with hot 
pepper paste) 

 
3-1. Picture and specification  

 
- Total weight: 74 g (bibimbap 65 g + package 9 g)  

- Size: 150 mm (width) × 210 mm (length) × 20 mm (height)  

- Type: vacuum-packaged, dehydrated type 

 

3-2. Ingredient  

Ingredient Quantity (%) 

Rice 50 

Red pepper paste 12.5 

Soybean sprout 7.5 

Beef 5 

Dropwort stem 5 

Bellflower root 4.5 

Bracken stem 4 



Shiitake mushroom 4 

Carrot 2.5 

Cucumber 2.5 

Radish root 2.5 

Total 100 

※ All ingredients are edible and approv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3-3. Nutrition facts and pH of bibimbap (65 g) 

- Calorie: 250 kcal  

- Protein: 7 g  

- Fat: 2 g  

- Carbohydrate: 50 g 

- Moisture: 2% 

- Sodium: 880 mg 

- Potassium: 320 mg 

- Phosphorous: 970 mg 

- Calcium: 30 mg 

- pH: 5.1 

 

3-4. Production date and storage 

- Production date: 11. Jan., 2010 
- Storage: 26 months at 25oC, shadowy place, and dry condition 
        (estimated by accelerated storage experiment for 90 days) 



 

3-5. Manufacturing process  

Raw material 

(Cooked rice, Kochujang (Korean fermented hot pepper paste), Namul (Cooked produce))

Mixing 

Freezing (-20oC) 

Freeze drying 

Vacuum packaging 

Gamma irradiation at 25 kGy 

 

3-6. How to eat 

1) Cut the top of the inlet using a pair 

of scissors. 

2) Inject 100 mL of hot water into the 

bag. 

 



3) Massage the bag gently with two 

hands for 30 seconds. 

 

4) Waiting for 20 min, then eat using a 

spoon. 

 

 
 
 



4. Bulgogi (marinated grilled beef) 
 

4-1. Picture and specification  

 
- Total weight: 124 g (bulgogi 100 g + package 24 g) 

- Size: 78 mm (diameter) × 30 mm (height) 

- Type: radappertized and ready-to-eat type in packaged in an iron can 

 

4-2. Ingredient  

Ingredient Quantity (%) 

Beef tender loin 70 

Soy sauce  9 

Onion Salt 5 

Garlic  4 

Black pepper 3 

Red wine 3 

Salt 2 

Welsh onion 2 

Xanthan gum 1 



Sesame 1 

Total 100 

※ All ingredients are edible and approv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4-3. Nutrition facts and pH of bulgogi (100g) 

- Calorie: 160 kcal  

- Protein: 17 g  

- Fat: 6 g  

- Carbohydrate: 9 g 

- Moisture: 65% 

- Sodium: 650 mg 

- Potassium: 210 mg 

- Phosphorous: 120 mg 

- Calcium: 10 mg 

- pH: 5.4 

 

4-4. Production date and storage 

- Production date: 11. Jan., 2010 
- Storage: 36 months at 25oC, shadowy place, and dry condition 
        (estimated by accelerated storage experiment for 90 days) 

 



4-5. Manufacturing process 

  

Raw material 

Cooking 

 

Mixing with sauce 

 

Packaging 

Freezing (-70oC) 

Gamma irradiation at 25 kGy

 

4-6. How to eat 

1) Lift tab to rim 

 

2) Pull back slowly 

 
 



5. Seaweed Soup 
 

5-1. Picture and Specification  

 

- Total weight: 13 g (Seaweed soup powder 4 g + package 9 g)  

- Size: 150 mm (width) × 210 mm (length) × 6 mm (height) 

- Type: vacuum packaged, radappertized, and dehydrated type 

 

5-2. Ingredient  

Ingredient Quantity (%) 

Sea mustard 60 

Beef extract 36 

Salt 2 

Garlic extract 1 

Sea tangle extract 1 

Total 100 

※ All ingredients are edible and approv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5-3. Nutrition facts and pH of seaweed soup powder (4 g) 

- Calorie: 10 kcal  

- Protein: 1 g  

- Fat: 0 g  

- Carbohydrate: 1.5 g  

- Moisture: 4% 

- Sodium: 450 mg 

- Potassium: 130 mg 

- Phosphorous: 20 mg 

- Calcium: 20 mg 

- pH: 5.8 

 

5-4. Production date and storage 

- Production date: 11. Jan., 2010 
- Storage: 24 months at 25oC, shadowy place, and dry condition 
        (estimated by accelerated storage experiment for 90 days) 

 

5-5. Manufacturing process  

Gravy extract 

Adding additives 

 Freeze drying 



Vacuum packaging 

Gamma irradiation at 10 kGy

 

 

5-6. How to eat 

1) Cut the top of the inlet using a pair 

of scissors. 

 
 

2) Inject 200 mL of hot water into the 

bag through the inlet and shake for 3 

min. 

 

3) Eat the seaweed soup using a spoon. 

 
 

 

 



6. Mulberry beverage 
 

6-1. Picture and Specification  

 

- Total weight: 32 g (mulberry beverage 26 g + package 6 g)  

- Size: 100 mm (width) × 170 mm (length) × 2 mm (height) 

- Type: vacuum packaged, radappertized, and dehydrated type  

 

6-2. Ingredient  

Ingredient Quantity (%) 

Sugar 69.7 

Mulberry extract powder 30 

Citric acid 0.2 

Pectin 0.1 

Total 100 

※ All ingredients are edible and approv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6-3. Nutrition facts and pH of mulberry beverage (26 g) 

- Calorie: 100 kcal  

- Protein: 0 g  

- Fat: 0 g  

- Carbohydrate: 25.5 g  

- Moisture: 1% 

- Sodium: 5 mg 

- Potassium: 25 mg 

- Phosphorous: 35 mg 

- Calcium: 5 mg 

- pH: 3.0 

 

6-4. Production date and storage 

- Production date: 11. Jan., 2010 
- Storage: 36 months at 25oC, shadowy place, and dry condition 
        (estimated by accelerated storage experiment for 90 days) 

 

6-5. Manufacturing process  

Mulberry extract 

Adding additives 

 Spray drying 



Vacuum packaging 

Gamma irradiation at 3 kGy 

 

6-6. How to eat 

1) Cut the top of the inlet using a pair 

of scissors. 

 
 

2) Inject 100 mL of cold water into the 

bag through the inlet and shake for 5 

min. 

 

4) Drink through the straw or using a cup.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statement is true and correct. 
 

Dr. Myung-Seung Yang 
President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te:                             



No. 3 of Annex 3 to the Contract No. 09-50-11 

 
Quality Control of Food Products 

 
1. Ingredients and Instruments 

All ingredients were purchased from food ingredient manufacturing companies 

approved by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of Korean government. Regarding 

fresh vegetables, they were purchased at retail stores near by the ARTI. And, the 

ingredients were washed and prepared to cook. All cookers and instruments were 

sanitized by washing out after cleaning with detergents. 

 

2. Cooking 

Prior to cooking, tables are cleaned, and then all ingredients were weighed and 

cooked according to the recipe for each product. A cook, who wore an apron, 

mask, hat, and gloves, washed one’s hands and cooked the food products in a 

laboratory of KAERI. All cookers were used separately to avoid cross 

contamination. 

 

3. Packaging 

The cooked foods were aseptically transferred to each package in a clean bench. 

Briefly, freeze-dried foods were vacuum-packaged in Aluminum-laminated 

polymeric bags; foods containing moisture over 10 % were packaged in metal 



cans using a seammer. Packages met the regulation as food containers imposed 

by KFDA were purchased and used. 

 

4. Irradiation 

The food products were finally gamma-irradiated at a cobalt-60 irradiator 

(AECL, IR-79, Nordion International Inc., Ottawa, Canada) in KAERI equipped 

with a 300 kCi activity and operated at a dose rate of 10 kGy/hr. An alanine 

dosimeter of 5 mm in dia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 

was used for dosimetry, and the food products were labeled to avoid re-

irradiation.  

 

5.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tests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tests of the irradiated food products were 

implemented after irradiation. Three samples were randomly chosen in a lot of 

products, and then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tests were conducted. 

Microbiological tests were conducted according to the methods provide by the 

food code of the KFDA, and whether microbial population of the products met 

the microbiological requirements provided by IBMP were evaluated. 

Organoleptic tests were conducted by 20 taste panelists. Taste, flavor, and 



overall acceptability were evaluated by using a seven-point descriptive scale 

(where 1 = extremely dislike or weak and 7 = extremely like or strong). Water 

was provided to the panelists for rinsing the mouth between the sample tasting. 

If their results on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tests are insufficient for the 

requirements, all products are abandoned, and the food products satisfying all 

the requirements as space foods were just delivered to IBMP.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statement is true and correct. 
 
 

Dr. Myung-Seung Yang 
 
President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te:                             
 
 



No. 4 of Annex 3 to the Contract No. 09-50-11 

 

Microbiological results of the Products 
 

1. Kimchi 

 

Microorganism 
Test results 
(log CFU/g) 

Legitimate value 
Standard document 

for test methods 

TAC1) ND9) - 

The food code of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liform2) ND - 

Staphylococci3) ND - 

Salmonella4) ND - 

Yeasts and molds5) ND 0 CFU/2g 

E. coli6) ND - 

Bacillus cereus7) ND Not more than 10 CFU/g

Mesophilic anaerobes8) ND 0 CFU/2g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 
8)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 in CO2 incubator. 
9)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1. 



2. Sujeonggwa 
 

Microorganism 
Test results 

(log CFU/g) 
Legitimate value 

Standard document for 

test methods 

TAC1) ND9) Not more than 20,000 CFU/g

The food code of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liform2) ND Not more than 10 CFU/g 

Staphylococci3) ND 0 CFU/g 

Salmonella4) ND 0 CFU/25g 

Yeasts and molds5) ND Not more than 50 CFU/g 

E. coli6) ND 0 CFU/10g 

Bacillus cereus7) ND Not more than 10 CFU/g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 
8)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1. 



3. Bibimbap 

 

Microorganism 
Test results 

(log CFU/g) 
Legitimate value 

Standard document for 

test methods 

TAC1) ND9) Not more than 20,000 CFU/g

The food code of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liform2) ND Not more than 10 CFU/g 

Staphylococci3) ND 0 CFU/g 

Salmonella4) ND 0 CFU/25g 

Yeasts and molds5) ND Not more than 50 CFU/g 

E. coli6) ND 0 CFU/10g 

Bacillus cereus7) ND Not more than 10 CFU/g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 
8)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1. 



4. Bulgogi 

 
Microorganism 

Test results 
(log CFU/g) 

Legitimate value 
Standard document 

for test methods 

TAC1) ND9) - 

The food code of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liform2) ND - 

Staphylococci3) ND - 

Salmonella4) ND - 

Yeasts and molds5) ND 0 CFU/2g 

E. coli6) ND - 

Bacillus cereus7) ND Not more than 10 CFU/g

Mesophilic anaerobes8) ND 0 CFU/2g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 
8)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 in CO2 incubator. 
9)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1. 
 



5. Seaweed soup 
 

Microorganism 
Test results 

(log CFU/g) 
Legitimate value 

Standard document for 

test methods 

TAC1) ND9) Not more than 20,000 CFU/g

The food code of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liform2) ND Not more than 10 CFU/g 

Staphylococci3) ND 0 CFU/g 

Salmonella4) ND 0 CFU/25g 

Yeasts and molds5) ND Not more than 50 CFU/g 

E. coli6) ND 0 CFU/10g 

Bacillus cereus7) ND Not more than 10 CFU/g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 
8)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1. 



6. Mulberry beverage 
 

Microorganism 
Test results 

(log CFU/g) 
Legitimate value 

Standard document for 

test methods 

TAC1) ND9) Not more than 20,000 CFU/g

The food code of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liform2) ND Not more than 10 CFU/g 

Staphylococci3) ND 0 CFU/g 

Salmonella4) ND 0 CFU/25g 

Yeasts and molds5) ND Not more than 50 CFU/g 

E. coli6) ND 0 CFU/10g 

Bacillus cereus7) ND Not more than 10 CFU/g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 
8)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1.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statement is true and correct. 

 
Dr. Myung-Seung Yang 
 
President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te:                             



No. 5 of Annex 3 to the Contract No. 09-50-11 

 

Toxicological Safety of the Food Products 
 

Table1. Induction of His+ revertants in Salmonella strains (TA 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kimchi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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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anol 

0 

1,250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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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SO   26±4 34±6 209±13 2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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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Table 2. Induction of His+ revertants in Salmonella strains (TA 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Sujeonggwa at 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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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anol 

0 

1,250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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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SO   26±4 34±6 209±13 2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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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Table 3. Induction of His+ revertants in Salmonella strains (TA 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bibimbap at 50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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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3a 42±3 169±21 149±2 

2,500 23±0.7 34±3 148±3 156±4 

5,000 29±2 40±2 164±15 120±14 

50 

1,250 28±2 46±3 179±19 182±30 

2,500 20±4 34±10 176±11 191±0.7 

5,000 23±0.7 37±4 155±13 167±1 

Negative  
control 

H2O   22±2 34±3 173±26 196±10 

Positive 
control 

4-NQO 0.5 1087±43       

2-AA 2   1192±56     

SA 0.5     781±52   

2-AA 2       1394±59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
Aminoanthracene. 
a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Table 4. Induction of His+ revertants in Salmonella strains (TA 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bulgogi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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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a 29±3 231±6 262±13 

2,500 28±3 32±2 244±3 276±11 

5,000 36±1 38±2 213±4 281±5 

50 

1,250 37±7 31±6 265±13 272±12 

2,500 35±4 35±3 223±11 226±9 

5,000 32±2 36±5 212±24 215±13 

Negative  
control 

H2O   48±9 41±3 274±9 356±18 

Ethanol 

0 

1,250 24±4 19±7 223±19 301±21 

2,500 21±2 22±4 217±14 292±17 

5,000 27±8 25±9 249±21 295±48 

50 

1,250 22±4 21±3 263±11 238±19 

2,500 19±7 34±2 231±8 249±31 

5,000 26±3 27±4 218±13 283±37 

Negative  
control 

DMSO   32±4 36±2 268±32 308±21 

Positive 
control 

4-NQO 0.5 739±6       

2-AA 2   1049±12     

SA 0.5     693±58   

2-AA 2       1468±384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
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Table 5. Induction of His+ revertants in Salmonella strains (TA 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seaweed soup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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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a 26±7 208±2 215±7 

2,500 36±7 32±7 143±12 185±4 

5,000 37±2 32±2 149±28 148±10 

50 

1,250 35±8 33±4 171±28 166±4 

2,500 28±1 38±2 170±6 162±19 

5,000 37±2 32±1 150±26 148±9 

Negative  
control 

H2O   22±2 34±3 173±26 196±10 

Positive 
control 

4-NQO 0.5 1087±43       

2-AA 2   1192±56     

SA 0.5     781±52   

2-AA 2       1394±59 

Abbreri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
Aminoanthracene.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Table 6. Induction of His+ revertants in Salmonella strains (TA 98 and TA 100) by 
gamma-irradiated mulberry beverage at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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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hanol 

0 

1,250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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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SO   26±4 34±6 209±13 26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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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Values are the mean ± S.D. (p < 0.05). 
 
 
 
 
 



Toxicological Safety of the Packages 
 

1. Metal can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data are true and correct. 
And documents certified by Korean authorities on toxicological safety, which conform 
the Products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will be submitted until 
March, 2011. 

 
Dr. Myung-Seung Yang 
 
President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te:                             



No. 6 of Annex 3 to the Contract No. 09-50-11 

 

Shelf life of the Food Products 
 

1. Test periods: 11 Jan., 2010 – 10 Apr., 2010 (90days) 
2. Test samples: 6 items (Kimchi, Sujeonggwa, Bibimbap, Bulgogi, Seaweed 

soup, Mulberry beverage) 
3. Temparature: 20, 30, and 40oC 
4. Tests: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tests during accelerated storage 

condition 
 

Sample Shelf-life (month) 
Standard documents for shelf-life test 

methods 

Kimchi 24 

Korean Food Code-Standard Method for 
Shelf-life Test 

Sujeonggwa 30 

Bibimbap 26 

Bulgogi 36 

Seaweed soup 24 

Mulberry beverage  36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mentioned data are true and correct. 
 
 

Dr. Myung-Seung Yang 
 
President of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Date:                             



1. Kimchi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of kimchi gamma-irradiated at 26 kGy during storage 
period 

Microorganism 

(log CFU․g-1) 

 20oC 30oC 40oC 

0 day 90 days 0 day 90 days 0 day 90 days

TAC1) ND9) ND ND ND ND ND 

Coliform2) ND ND ND ND ND ND 

Staphylococci3) ND ND ND ND ND ND 

Salmonella4) ND ND ND ND ND ND 

Yeasts and molds5) ND ND ND ND ND ND 

E. coli6) ND ND ND ND ND ND 

Bacillus cereus7) ND ND ND ND ND ND 

Mesophilic 
anaerobes8) 

ND ND ND ND ND ND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rs.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rs.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Coagulase mannitol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rs.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rs. 
8)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rs in CO2 incubator. 
9)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2.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kimchi at 26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2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Chewiness Off-flavor 
Overall 

acceptance 

0 6.4±0.9NS1) 6.5±0.7NS 6.3±0.8NS 3.9±0.4NS 2.3±0.2NS 6.5±0.9NS 

15 6.1±0.7 6.3±0.6 5.9±0.7 3.5±0.2 2.1±0.4 6.2±0.7 

30 5.7±0.5 5.8±0.8 5.8±0.9 3.4±0.5 1.7±0.3 6.1±0.5 

45 5.9±0.9 5.4±0.7 5.6±0.6 3.5±0.3 1.9±0.3 5.7±0.7 

60 5.6±0.6 5.6±0.6 5.5±0.7 3.2±0.6 1.8±0.2 5.4±0.4 

75 5.5±0.8 5.4±0.4 5.3±0.8 3.1±0.2 2.1±0.3 5.1±0.6 

90 5.7±0.6 5.6±0.7 5.1±0.4 3.2±0.5 1.9±0.2 5.2±0.5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kimchi at 26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3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Chewiness Off-flavor 
Overall 

acceptance 

0 6.4±0.9NS1) 6.5±0.7NS 6.3±0.8NS 3.9±0.4NS 2.3±0.2NS 6.5±0.9NS 

15 6.2±0.8 6.1±0.9 5.9±0.6 3.2±0.4 2.2±0.3 5.8±0.5 

30 5.7±0.5 5.5±0.5 5.5±0.8 2.9±0.2 2.4±0.2 5.7±0.9 

45 5.2±0.9 5.2±0.7 5.3±0.3 2.8±0.2 2.4±0.2 5.4±0.5 

60 5.3±0.7 5.1±0.4 5.4±0.5 3.6±0.5 2.2±0.1 5.2±0.5 

75 5.3±0.6 5.2±0.6 5.2±0.6 3.7±0.2 2.6±0.3 5.1±0.3 

90 5.1±0.7 5.1±0.5 5.4±0.5 3.4±0.3 2.5±0.3 5.3±0.4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kimchi at 26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4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Chewiness Off-flavor 
Overall 

acceptance 

0 6.4±0.9NS1) 6.5±0.7NS 6.3±0.8NS 3.9±0.4NS 2.3±0.2NS 6.5±0.9NS 

15 5.2±0.7 5.6±0.7 5.6±0.9 3.6±0.4 2.8±0.3 5.7±0.6 

30 5.3±0.8 5.5±0.6 5.4±0.6 3.4±0.3 2.6±0.2 5.4±0.7 

45 5.1±0.6 5.2±0.8 5.5±0.7 3.5±0.3 2.9±0.3 5.2±0.5 

60 5.7±0.4 5.9±0.5 5.2±0.6 3.3±0.2 2.7±0.1 5.5±0.6 

75 5.9±0.5 5.7±0.4 5.8±0.4 3.1±0.4 2.9±0.3 5.7±0.4 

90 5.8±0.5 5.8±0.6 5.6±0.5 3.2±0.3 3.1±0.4 5.3±0.6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 Sujeonggwa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of sujeonggwa gamma-irradiated at 6 kGy during storage 
period 

Microorganism 

(log CFU․g-1) 

20oC 30oC 40oC 

0 day 90 days 0 day 90 days 0 day 90 days

TAC1) ND8) ND ND ND ND ND 

Coliform2) ND ND ND ND ND ND 

Staphylococci3) ND ND ND ND ND ND 

Salmonella4) ND ND ND ND ND ND 

Yeasts and molds5) ND ND ND ND ND ND 

E. coli6) ND ND ND ND ND ND 

Bacillus cereus7) ND ND ND ND ND ND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rs.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rs.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Coagulase mannitol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rs.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rs. 
8)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2.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Sujeonggwa at 6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2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weetness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1±0.5NS1) 5.4±0.7NS 5.9±0.8NS 6.2±0.5NS 1.0±0.9NS 

15 5.6±0.9 5.6±1.0 5.7±0.8 6.0±0.7 1.2±1.5 

30 6.2±0.5 4.9±1.2 5.4±1.1 5.7±1.0 1.0±0.9 

45 5.7±0.6 5.2±0.9 6.0±0.5 5.9±0.8 1.2±0.6 

60 5.8±0.9 5.3±0.5 5.5±0.9 5.9±0.6 1.5±0.8 

75 5.6±1.0 5.1±0.7 5.8±1.3 6.0±0.9 1.1±0.5 

90 5.9±0.7 5.0±1.1 5.7±0.9 5.7±1.2 1.5±1.3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Sujeonggwa at 6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3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weetness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1±0.5NS 5.4±0.7NS 5.9±0.8NS 6.2±0.5NS 1.0±0.9NS 

15 5.8±0.8 5.5±1.3 5.7±0.7 5.9±1.0 1.0±1.2 

30 6.0±1.0 5.1±0.9 5.9±0.9 5.8±0.9 1.2±1.0 

45 5.6±1.4 5.0±1.1 5.5±1.1 6.0±1.0 1.5±1.3 

60 6.0±0.8 5.2±0.6 6.0±0.7 5.8±1.2 1.0±1.1 

75 6.1±0.8 5.2±0.9 5.3±1.4 5.5±1.5 1.5±0.8 

90 5.7±1.5 4.9±1.2 5.5±1.2 6.0±0.8 1.1±0.7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Sujeonggwa at 6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4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weetness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1±0.5NS 5.4±0.7NS 5.9±0.8NS 6.2±0.5NS 1.0±0.9NS 

15 5.5±1.3 5.2±0.9 5.4±1.0 6.0±0.8 1.5±1.5 

30 5.7±1.1 5.3±1.1 5.5±1.5 5.7±1.1 1.7±1.4 

45 5.3±1.6 4.8±1.5 5.0±1.2 5.6±1.5 1.9±0.9 

60 5.8±0.9 4.5±1.4 5.4±0.9 6.0±0.5 1.8±1.0 

75 5.4±1.8 4.8±1.1 5.2±0.8 5.5±1.6 1.7±1.2 

90 5.8±1.0 5.0±1.3 5.3±1.0 5.2±1.4 1.9±1.2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Bibimbap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of bibimbap gamma-irradiated at 25 kGy during storage 
period 

Microorganism 

(log CFU․g-1) 

20oC 30oC 40oC 

0 day 90 days 0 day 90 days 0 day 90 days 

TAC1) ND8) ND ND ND ND ND 

Coliform2) ND ND ND ND ND ND 

Staphylococci3) ND ND ND ND ND ND 

Salmonella4) ND ND ND ND ND ND 

Yeasts and 
molds5) 

ND ND ND ND ND ND 

E. coli6) ND ND ND ND ND ND 

Bacillus cereus7) ND ND ND ND ND ND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rs.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rs.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Coagulase mannitol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rs.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rs. 
8)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2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bibimbap at 25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2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picy chewiness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3±0.4NS1) 5.1±0.8NS 5.3±0.7NS 5.1±0.5NS 5.5±0.4NS 1.7±0.4NS 

15 6.1±0.5 4.9±0.6 5.2±0.5 5.2±0.4 5.0±0.5 1.5±0.5 

30 6.1±0.4 4.6±0.6 4.9±0.8 5.0±0.6 5.2±0.6 1.6±0.4 

45 6.2±0.3 5.0±0.5 5.1±0.6 5.1±0.6 4.9±0.5 1.4±0.4 

60 6.0±0.5 4.8±0.4 5.1±0.5 5.2±0.4 5.1±0.7 1.3±0.5 

75 6.1±0.5 5.1±0.3 4.8±0.4 5.1±0.5 4.9±0.4 1.5±0.7 

90 5.8±0.6 4.7±0.7 4.7±0.6 5.0±0.7 5.0±0.8 1.2±0.6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bibimbap at 25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3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picy chewiness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3±0.4NS 5.1±0.8NS 5.3±0.7NS 5.1±0.5NS 5.5±0.4NS 1.7±0.4NS 

15 6.3±0.5 5.0±0.4 5.0±0.5 5.2±0.6 5.5±0.7 1.7±0.6 

30 6.0±0.7 4.7±0.8 4.8±0.7 5.0±0.5 5.6±0.6 1.9±0.6 

45 5.9±0.6 4.8±0.7 4.9±0.5 5.1±0.4 5.3±0.6 1.8±0.8 

60 5.7±0.5 4.8±0.6 4.5±0.5 5.1±0.5 5.2±0.5 1.4±0.9 

75 5.6±0.7 4.6±0.8 4.6±0.9 4.9±0.3 5.4±0.8 1.5±0.8 

90 5.8±0.5 4.7±0.6 4.5±0.8 5.1±0.5 5.5±0.5 1.4±0.5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gamma-irradiated bibimbap at 25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4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color flavor spicy chewiness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3±0.4NS 5.1±0.8NS 5.3±0.7NS 5.1±0.5NS 5.5±0.4NS 1.7±0.4NS

15 6.0±0.5 5.0±0.5 5.0±0.6 5.0±0.7 5.0±0.5 1.5±0.4 

30 5.5±0.6 4.8±0.6 5.1±0.4 4.8±0.5 4.8±0.5 1.9±0.3 

45 5.4±0.5 4.5±0.9 4.6±0.5 4.8±0.6 4.8±0.6 2.1±0.5 

60 5.5±0.6 4.7±0.5 4.5±0.7 4.7±0.7 4.7±0.7 2.3±0.4 

75 5.1±0.3 4.5±0.6 5.0±0.6 4.9±0.5 4.9±0.4 2.6±0.7 

90 5.2±0.5 4.2±0.6 5.1±0.5 4.8±0.4 5.1±0.3 2.2±0.5 

Mean±Standard deviation (n=10), NSNon-significantly 
a-bMeans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4. Bulgogi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of bulgogi gamma-irradiated at 44 kGy during storage 
period 

Microorganism 

(log CFU․g-1) 

20oC 30oC 40oC 

0 day 90 days 0 day 90 days 0 day 90 days

TAC1) ND9) ND ND ND ND ND 

Coliform2) ND ND ND ND ND ND 

Staphylococci3) ND ND ND ND ND ND 

Salmonella4) ND ND ND ND ND ND 

Yeasts and molds5) ND ND ND ND ND ND 

E. coli6) ND ND ND ND ND ND 

Bacillus cereus7) ND ND ND ND ND ND 

Mesophilic 
anaerobes8) 

ND ND ND ND ND ND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rs.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rs.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Coagulase mannitol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rs.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rs. 
8)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rs in CO2 incubator. 
9)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2.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bulgogi gamma-irradiated at 44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2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Chewiness Off-flavor 
Overall 

acceptance 

0 6.9±0.9NS1) 6.8±0.8NS 6.9±0.8NS 6.5±0.7NS 1.9±0.3NS 6.9±0.7NS 

15 6.7±0.8 6.5±0.9 6.7±0.9 6.3±0.6 2.2±0.5 6.8±0.6 

30 6.8±0.8 6.7±0.5 6.5±0.9 6.7±0.8 1.7±0.4 6.6±0.8 

45 6.4±0.9 6.2±0.8 6.2±0.7 6.4±0.4 1.8±0.4 6.3±0.5 

60 6.8±0.7 6.4±0.6 6.4±0.8 6.3±0.7 2.1±0.3 6.2±0.9 

75 6.5±0.6 6.3±0.7 6.1±0.6 6.2±0.6 2.3±0.5 6.2±0.6 

90 6.4±0.7 6.4±0.6 5.9±0.5 6.4±0.8 2.1±0.3 6.1±0.7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bulgogi gamma-irradiated at 44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3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Chewiness Off-flavor 
Overall 

acceptance 

0 6.3±0.7NS1) 6.2±0.9NS 6.2±0.6NS 6.1±0.6NS 2.2±0.2NS 6.5±0.9NS 

15 6.4±0.9 5.8±0.8 6.1±0.7 6.4±0.8 2.4±0.4 6.3±0.7 

30 6.2±0.8 6.1±0.9 6.2±0.7 6.2±0.4 2.1±0.3 6.4±0.6 

45 6.4±0.8 5.9±0.7 5.9±0.9 6.5±0.6 2.5±0.3 6.2±0.6 

60 6.1±0.6 5.6±0.5 5.6±0.5 6.2±0.5 2.2±0.4 5.9±0.4 

75 5.8±0.7 5.7±0.8 5.8±0.8 6.1±0.7 1.9±0.2 5.7±0.5 

90 5.6±0.7 5.4±0.7 5.5±0.6 6.3±0.5 2.4±0.4 5.6±0.7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bulgogi gamma-irradiated at 44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4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Chewiness Off-flavor 
Overall 

acceptance

0 5.8±0.9NS1) 5.7±0.6NS 5.9±0.8NS 5.9±0.7NS 2.5±0.3NS 5.8±0.7NS 

15 6.1±0.6 5.4±0.4 5.7±0.4 6.3±0.6 2.8±0.5 5.7±0.5 

30 5.9±0.5 5.6±0.8 5.6±0.6 6.1±0.9 2.6±0.4 5.5±0.6 

45 5.6±0.6 5.5±0.7 5.5±0.5 6.2±0.6 2.7±0.4 5.6±0.6 

60 5.4±0.8 5.3±0.6 5.3±0.5 5.7±0.4 2.5±0.2 5.4±0.5 

75 5.1±0.5 5.1±0.7 5.1±0.7 5.9±0.8 2.6±0.3 5.2±0.8 

90 5.2±0.7 5.2±0.5 4.9±0.5 5.8±0.6 2.9±0.3 4.9±0.6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5. Seaweed soup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of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at 10 kGy during 
storage period 

Microorganism 

(log CFU․g-1) 

 20oC 30oC 40oC 

0 day 90 days 0 day 90 days 0 day 90 days 

TAC1) ND8) ND ND ND ND ND 

Coliform2) ND ND ND ND ND ND 

Staphylococci3) ND ND ND ND ND ND 

Salmonella4) ND ND ND ND ND ND 

Yeasts and molds5) ND ND ND ND ND ND 

E. coli6) ND ND ND ND ND ND 

Bacillus cereus7) ND ND ND ND ND ND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rs.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rs.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Coagulase mannitol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72 hrs.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48 hrs. 
8)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2.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at 10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2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5.1±0.4NS 4.8±0.6NS 5.1±0.5NS 4.6±0.6NS 5.0±0.4NS 1.9±0.4NS

15 5.0±0.6 4.3±0.2 4.1±0.1 3.9±0.4 4.3±0.2 1.5±0.3 

30 5.1±0.4 4.5±0.4 5.0±0.4 4.5±0.4 5.2±0.3 1.3±0.2 

45 4.4±0.4 4.5±0.3 4.5±0.5 4.2±0.5 4.2±0.4 1.2±0.3 

60 5.2±0.3 4.5±0.3 4.5±0.4 4.1±0.5 5.0±0.3 1.5±0.4 

75 5.1±0.2 4.8±0.1 4.8±0.3 4.3±0.3 4.8±0.3 1.7±0.5 

90 5.2±0.4 4.8±0.1 5.0±0.2 4.4±0.2 4.8±0.5 1.2±0.4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at 10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3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5.1±0.4NS 4.8±0.6NS 5.1±0.5NS 4.6±0.6NS 5.0±0.4NS 1.9±0.4NS 

15 5.1±0.3 4.9±0.3 4.6±0.4 4.8±0.1 4.0±0.3 2.3±0.4 

30 4.7±0.2 4.2±0.2 4.3±0.3 4.3±0.1 4.2±0.3 2.6±0.5 

45 4.3±0.3 4.2±0.1 4.1±0.3 4.3±0.1 4.2±0.1 2.0±0.5 

60 4.5±0.3 4.1±0.5 4.5±0.4 4.3±0.5 4.0±0.1 2.2±0.9 

75 4.8±0.4 4.5±0.3 4.4±0.5 4.2±0.3 4.4±0.2 1.8±0.5 

90 5.2±0.5 4.6±0.4 4.6±0.6 4.8±0.4 4.6±0.4 1.4±0.3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seaweed soup gamma-irradiated at 10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4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5.1±0.4a 4.8±0.6NS 5.1±0.5NS 4.6±0.6NS 5.0±0.4NS 1.9±0.4NS 

15 4.9±0.4a 4.6±0.0 4.0±0.0 4.0±0.2 4.0±0.0 2.6±0.1 

30 3.7±0.2b 4.5±0.1 4.2±0.1 4.0±0.1 4.5±0.0 2.1±0.0 

45 3.8±0.3b 4.6±0.1 4.2±0.0 4.1±0.2 4.1±0.0 1.8±0.1 

60 3.7±0.2b 4.4±0.4 4.3±0.0 4.3±0.0 4.3±0.0 2.3±0.2 

75 3.7±0.4b 4.5±0.2 4.3±0.0 4.0±0.1 4.5±0.0 2.1±0.1 

90 3.5±0.3b 4.6±0.1 4.2±0.0 4.2±0.1 4.4±0.0 2.2±0.0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a-bMean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6. Mulberry beverage 
 

Table 1. Microbial population of mulberry beverage gamma-irradiated at 3 kGy during 
storage period 
 

Microorganism 

(log CFU․g-1) 

20oC 30oC 40oC 

0 day 90 days 0 day 90 days 0 day 90 days

TAC1) ND8) ND ND ND ND ND 

Coliform2) ND ND ND ND ND ND 

Staphylococci3) ND ND ND ND ND ND 

Salmonella4) ND ND ND ND ND ND 

Yeasts and molds5) ND ND ND ND ND ND 

E. coli6) ND ND ND ND ND ND 

Bacillus cereus7) ND ND ND ND ND ND 

1)Total aerobic count, plate count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8 hrs. 
2)Desoxycholate lactos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0 hrs. 
3)Coagulase positive Staphylococci, coagulase manitol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46 hrs. 
4)Triple sugar iron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5)Potato dextrose agar (Difco) incubated at 25oC for 48 hrs. 
6)Escherichia coli, eosine methylene blue agar (Difco) incubated at 35oC for 24 hrs. 
7)Mannitol egg yolk polymyxin agar (Difco) incubated at 30oC for 24 hrs. 
8)ND : not detected within detection limit < 102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mulberry beverage gamma-irradiated at 3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2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Sourness Sweetness Astringent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0±1.1NS1) 5.3±0.8NS 4.4±1.5NS 6.0±0.7NS 4.0±1.9NS 5.5±1.1NS 1.4±1.0NS

15 5.8±1.03 5.1±0.9 4.9±1.1 5.4±1.1 4.1±1.6 5.5±1.0 1.6±1.0

30 5.8±1.0 5.6±0.9 5.1±0.8 5.8±1.0 2.9±1.7 6.0±0.8 1.0±0.0

45 5.8±0.8 5.0±1.1 5.2±1.0 5.6±0.9 4.8±1.1 5.9±0.8 1.0±0.0

60 5.8±1.0 5.8±0.7 4.9±0.9 5.2±0.8 4.1±1.8 5.4±1.0 1.0±0.0

75 6.0±0.5 5.7±0.7 5.2±1.3 5.4±0.8 4.3±1.5 5.6±1.0 1.0±0.0

90 6.4±0.5 5.8±1.3 5.4±.5 5.6±0.9 4.8±1.3 60.±0.8 1.0±0.0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mulberry beverage gamma-irradiated at 3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3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Sourness Sweetness Astringent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0±1.0NS1) 5.3±0.8NS 4.4±1.5NS 6.0±0.7NS 4.0±1.9NS 5.5±1.1NS 1.4±1.0NS

15 5.9±0.9 5.0±0.9 5.0±1.2 5.3±0.9 3.9±1.9 5.2±0.9 1.7±0.9 

30 6.0±0.8 5.3±1.1 4.9±0.8 5.9±1.1 2.6±1.6 5.4±1.2 1.3±0.5 

45 5.9±0.6 5.2±1.3 5.2±0.8 5.9±0.8 4.8±1.2 6.1±0.6 1.0±0.0 

60 5.9±0.8 5.4±0.9 5.3±1.0 5.4±0.7 4.2±1.9 5.7±0.7 1.0±0.0 

75 5.9±0.6 5.5±0.8 5.4±1.5 5.2±1.0 4.1±1.6 5.5±0.8 1.0±0.0 

90 6.4±0.5 6.0±1.2 5.4±1.3 5.2±1.3 4.6±1.1 5.6±1.5 1.0±0.0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mulberry beverage gamma-irradiated at 3 kGy during 
storage period at 40oC 

Storage 
period 
(days)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Sourness Sweetness Astringent
Overall 

acceptance 
Off-flavor

0 6.0±1.0NS1) 5.3±0.8NS 4.4±1.5NS 6.0±0.7NS 4.0±1.9NS 5.5±1.1NS 1.4±1.0NS

15 6.1±0.7 4.9±1.1 4.6±1.8 4.9±1.0 4.2±1.7 4.8±1.3 1.8±0.9 

30 5.9±0.8 5.1±1.0 5.1±0.8 5.4±0.9 3.3±1.6 5.0±1.1 1.4±0.5 

45 5.9±0.6 5.1±1.1 5.6±0.9 6.1±1.0 5.2±1.0 5.9±0.9 1.0±0.0 

60 5.8±1.0 5.4±0.9 5.1±1.1 5.6±0.9 3.9±1.7 5.8±0.7 1.1±0.3 

75 5.9±0.6 5.5±0.8 5.4±1.5 5.2±1.2 4.1±1.5 5.4±1.0 1.1±0.3 

90 6.4±0.5 5.8±1.3 5.0±1.6 5.8±0.4 4.4±1.1 5.8±1.3 1.0±0.0 

Mean±Standard deviation (n=10), 1)NS : non-significantly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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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 
№ 09-50-11 

 
This Contract is concluded between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Republic of Korea, represented by Dr. Myung-Seung Yang, President, acting in accordance with 
KAERI’s statut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USTOMER” or “KAERI”, and the State Scientific 
Center of Russian Federation -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Moscow, Russia, represented by Prof. Igor Borisovich Ushakov, Director, acting on 
the basis of IBMP’s Regulation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BMP”. 
 
CUSTOMER and IBMP,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arties”, have agreed to the following: 
 
ARTICLE 1: SUBJECT OF THE CONTRACT 
 
The subject of the Contract within cooperation between the CUSTOMER and IBMP is research 
and development work on the preparation, organization and performance of scientific experiment 
proposed by the CUSTOMER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xperiment”) in the framework of 
MARS-500 Project at the stages of the 520-day isolation. A brief description and scenario of the 
Experiment is given in Attachment 1. 
 
ARTICLE 2: OBLIGATIONS OF THE PARTIES 
 
2.1. Obligations of IBMP 
Within the present Contract IBMP takes upon itself the following obligations: 
 
 2.1.1. Integration of the Experiment into the scientific program of the MARS-500 Project; 
 2.1.2. Scientific-organization support of the Experiment; 
 2.1.3. Bioethical assessment of the Experiment by IBMP’s Bioethical Committee; 
 2.1.4. Certification of the food products including performance of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tests and issue of the Certificate on possible use of the products in ground simulated 
experiment MARS-500. 
 2.1.5. Performance of biochemical investigations listed in the Attachment 2  
 2.1.6. Accumulation, storage and handing over of experimental data and/or materials 
obtained within the Experiment to an authorized CUSTOMER’s representative(s) in Moscow; 
 2.1.7. Performance of the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tests of 6 food products 
developed by the CUSTOMER after their 520-day exposure inside the experimental facility 
simulating space flight conditions, and issue of the Certificate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2.1.8. Preparation of the technical/operational report (one copy in English) and its delivery to 
the CUSTOMER. The Report is to be delivered within 60 days after the 520-day isolation study 
is completed. 
  
2.2 Obligations of the CUSTOMER 
 
Within the present Contract the CUSTOMER takes upon itself the following obligations: 
 
2.2.1. Timely providing of IBMP with information on food products and experimental method. 
The list of required accompanied documents is given in Appendix 3; 
2.2.2. Timely delivery to IBMP of food products required for the certification and Experiment 
performance;  
2.2.3. Familiarization of the crews with scientific protocol of the Experiment;  
2.2.4. Timely payment for IBMP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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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Obligations of the PARTIES 
 
After the discharge of all obligations on the Contract the Parties shall sign a bilateral Statement 
of Acceptance of Works. The Statement of Acceptance of Works will be prepared by IBMP. 
 
 
ARTICLE 3: FINANCIAL CONDITIONS 
 
3.1. The price of works performed by IBMP under the present Contract is 46.000,00 (Forty six 
thousand) US dollars. This is a firm fixed price with the exception of the case when the Parties 
agree upon revision of the price in compliance with a possible change in obligations of the 
Parties covered by the present Contract. 
 
3.2. The payment on the price described in Article 3.1 shall be effected as follows: 
- 11.500,0 (25%) US dollars would be paid within 30 days after signing of the Contract by both 
Parties. 
- 23.000,0 (50%) US dollars would be paid within 30 days after the completion of the 400th day 
of the 520-day isolation study. 
- 11.500,0 (25%) US dollars would be paid within 15 days after the submission of the Report.  

 
3.3 All payments shall be made by the Customer in US dollars by wire transfer to the following 
account: 
bank account of the State Scientific Center of Russian Federation -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SSC RF – IBMP RAS) No. 
40503840500051989101 with OJSC “Promsvyazbank” Moscow, Russia, SWIFT: PRMSRUMM, 
correspondent account: 

- No. 04410090 with Deutsche Bank Trust Company Americas, New York, NY, 
USA SWIFT: BKTR US 33; or 

- No. 400942143 with JP Morgan Chase Bank, New York New York, NY, USA 
SWIFT: CHAS US 33; or 
  No. 890-0536-209 with The Bank of New York One Wall Street, New York, NY 
10286, USA SWIFT: IRVTUS3N. 
  
Address of OJSC “Promsvyazbank”:     Russia, 109052 Moscow,  Ul. Smirnovskaya, 10, bld 22.  
 
3.4. All payments made under this Contract shall be understood as net payments in favor of 
IBMP without any deductions. All duties, taxes, bank commissions and other similar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charged out of the territory of Russia, shall be borne by the 
CUSTOMER. All duties, taxes, bank commissions and other similar expenses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charged on the territory of Russia, except custom payments as specified in Article 
7, shall be borne by IBMP. 
 
ARTICLE 4. ASSIGNMENT OF CONTACT POINTS 
 
The Parties assign the following representatives as the respective points of cont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this Contract and for receiving all notice and other communications required. 

 
Points of contact for technical and scientific matters: 
 
KA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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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om-Seok Song, 
Researcher 
Address: 1266 Shinjung-dong, Jeongeup-si, Jeollabuk-do 580-185, Republic of Korea 
Phone/ Facsimile: +82-63-570-3211 / +82-63-570-3207 
e-mail: sbs0110@kaeri.re.kr  

 
IBMP:  
Dr. Alexander N. Agureev, 
Head of Department 
Address: 76A Khoroshevskoye shosse, Moscow, 123007 Russia 
Phone/ Facsimile: +007 (499) 195-02-43 
e-mail: aagureev@imbp.ru 
 
Points of contact for administrative and contractual matters:  
 
KAERI:  
Dr. Ju-Woon Lee, 
Principal researcher 
Address: 1266 Shinjung-dong, Jeongeup-si, Jeollabuk-do 580-185, Republic of Korea 
Phone/ Facsimile: +82-63-570-3204 / +82-63-570-3207 
e-mail: sjwlee@kaeri.re.kr  

 
IBMP:  
Dr. Mark S. Belakovskiy, 
Head of Department, Responsible for Contractual and Administrative Matters 
Address: 76A Khoroshevskoye shosse, Moscow, 123007 Russia 
Phone/ Facsimile: +007 (499) 195-15-00, 
e-mail: info@imbp.ru 

 
The points of contact mentioned above can be replaced by either Party following a written 

notice to an authorized person of the other Party. 
 
 
ARTICLE 5. CONFIDENTIALITY 
 
The CUSTOMER and IBMP will preserve confidentiality of all written and oral information and 
data related to this Contract, using such information solely in performing obligations covered by 
the Contract. The confidentiality does not apply to the report of results. 
 
 
ARTICLE 6. USE OF RESULTS 
 
6.1. Ownership of the results of the work done under the present Contract will belong to the 
CUSTOMER.  
 
6.2.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e Experiment under this Contract each Party preserves 
ownership on prior intellectual property, experience and knowledge obtained by this Party 
independently from the other Party or the present Contract. 
 
6.3. When publishing, presenting for the public or placing on the Internet the data obtained in the 
Experiments, the CUSTOMER shall mention the fact that the aforesaid data have been obtained 
within the 520-day isolation study held at the medical-technical facility in the State Scient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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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of the Russian Federation  –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 
 
 
ARTICLE 7. FORCE-MAJEURE 
 
7.1. Neither Party shall have any liability or be deemed in breach of this Contract for any delays 
or failures in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which result from circumstance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at Party including, without restriction, labor disputes of this Party (force-
majeure circumstances). The Party affected by such circumstances shall promptly notify the 
other Party in writing when such circumstances cause a delay or failure in performance and when 
they cease to do so.  
 
7.2. If such force-majeure circumstances last more than 1 month, either Party shall be entitled to 
terminate the Contract with a 30-day prior notice, and the Parties shall not have any liability 
before each other. 
 
 
ARTICLE 8: ARBITRATION 
 
Any dispute or discrepancies raised from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Contract should 
be solved by the way of friendly discussions between the Parties.   
 
 
ARTICLE 9. LIABILITY (CROSS-WAIVER OF LIABILITY) 
 
Each Party hereby waives any claim against the other Part and, employees of the other Party, the 
other Party’s related entities (e.g., contractors, subcontractors, investigators, grantees, 
cooperating entities), or employees of the other Party’s related entities for any injury to or death 
of the waiving Party’s employees or the employees of its related entities, or for damage to or loss 
of the waiving Party’s property or the property of its related entities arising from or related to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Contract, whether such injury, death, damage, or loss arises 
through negligence or otherwise, except in the case of gross negligence or willful misconduct. 
 
Each Party further agrees to extend this cross-waiver to its own related entities by requiring 
them, by contract or otherwise, to waive all claims against the other Party, related entities of the 
other Party and employees of the other Party or of its related entities for injury, death, damage, 
or loss arising from or related to activities undertaken pursuant to this Contract. 
 
IBMP shall not be liable for any claims, suits or demands of whatever kind in connection with 
the failure of the scientific research work (services) wholly or in part, with the exception of cases 
caused by or arising out of willful misconduct or negligence by IBMP, and IBMP shall be 
entitled to receive the whole amount of the contract price even in case if any part of the scientific 
research work (services) can not be implemented without IBMP’s misconduct or negligence.  
 
 
ARTICLE 10. DURATION OF THE CONTRACT  
 
This Contract shall become effective as of the date of the last signature of the Parties and shall 
remain in force through 30 June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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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1. OTHERS 
 
11.1. All amendments to the present Contract will be made in written form and duly sign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both Parties. 
 
11.2. The Contract is executed in two originals in English and two originals in Russian. Each of 
the Parties shall get one original in English and one original in Russian. In case of discrepancy 
the English version shall prevail. 
 
 
ARTICLE 12. LEGAL ADRESSES OF THE PARTIES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045 Deadeok-daero, Yuseong-gu, Daejeon 
305-353, Republic of Korea 
 
 
 
Tel.: +82-42-868-2000 
Fax: +82-42-868-2702 

IBMP: 
State Scientific Center of the Russian 
Federation - Institute of Bio-medical 
Problems of the Russian Academy of 
Sciences, Khoroshevskoye shosse, 76A, 
123007 Moscow, Russia 
 
Tel.: +007 (499) 195-23-63 
Fax: +007 (499) 195-22-53 

 
 

On behalf of KAERI 
 
_____________Myung-Seung Yang 

                      President 
 

“_____”_____________2009 

On behalf of IBMP 
 
_____________Igor B. Ushakov 
                          Director 
 
“_____”_____________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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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1to the Contract No. 09-50-11  
 

Brief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 

During experiment period of 120 days, which is from 400th day to 520th day of the 520-day 

isolation Experiment, 6 crews will be divided into control group and experimental group, 3 

persons per group. The control group will consume Russian foods for 120 days according to the 

general menu for MARS exploration, and the experimental group will eat Korean foods (Kimchi, 

Sujeonggwa, Bulgogi, Bibimbap, Seaweed soup, and Mulberry beverage) according to the 

modified menu by Russian food specialists. Blood will be collected monthly from the 

crewmembers as well as measure of weight, body mass, and body fat during the period. 

Physiological and immunological evaluation of 6 crews will be then performed by a biochemical 

analysis of blood. 

 

The experiment is composed of three parts as follows: 

i) Preliminary experimental activities 

- Blood analysis and anthropometric assessment of 6 crewmembers at the first day of the 

experiment 

 

ii) Experimental activities (for 120 days) 

- Crew grouping (Control or Experimental group) and consumption of each diet 

- Experimental group should eat foods consisted of Russian and Korean space foods during 

the experiment. 

- Collecting blood, anthropometric assessment, and dietary assessment every month during 

the experiment 

 

iii) Post-experimental activities 

- Data analysis for physiological and immunological evaluation of 6 crew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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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ment 2 to the Contract No. 09-50-11 

List of investigated biochemical parameters 

Blood samples will be collected using standard venipuncture techniques monthly for 120 days, 

and IBMP specialists will measure various biochemical assessment parameters, which are the 

anthropometric assessment, biochemical assessment, immunological assessment, and dietary 

assessment. 

 

Assessment Parameters (Unit) Frequency 

Anthropometric 

Stature (cm) 

Weight (kg) 

% body fat (%) 

Body Mass Index 

The first day and last day of the 

120-day experiment 

Biochemical 

Total protein 

Albumin 

Fasting blood sugar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Serum iron 

Serum calcium 

Serum potassium 

Serum sodium 

Monthly 

Immunological 

Helper T cell activation (CD4+/CD25+) 

Cytotoxic T cell activation (CD8+/CD25+) 

B lymphocyte activation (CD19+/CD23+) 

Cytokine (IL-1, IL-2, IL-4, IL-5, IL-6, IL-8, 

IL-10, IL-12, IFN-γ, TNF-α, and TNF-β) 

Immunoglobulin (IgA, IgG, IgM) 

Monthly 

Dietary Recording of diet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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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3 to the Contract No. 09-50-11 
 

List of Documents to be provided by the Customer 
 

No. Description of documents 

1. Documents confirming that the companies producing the Products are licensed  for 
production of these food products. 

2. Data on food composition and compounding of Korean Products. 
 

3. The document showing how the system of the product quality control is organized at the 
factory. 

4. Results of microbiological tests of the Products. 

5. 
Document confirming that the Products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Republic of Korea 
at the content of toxic substances  
 

6.  Life time and storage conditions of the product 

 
Note: These documents should be prepared in English and duly signed by the Customer’s represent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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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  

 
 
 

Articles  Cost (k$) 

Payment for the services of IBMP’s personnel:  
  Integration of the Experiment into the scientific 
program of the MARS-500 Project; 
 . Scientific-organization support of the Experiment; 
 Bioethical assessment of the Experiment by IBMP’s 
Bioethical Committee; 
  Performance of biochemical investigations (the cost is 
about 5.000 US dollars). 
 Accumulation, storage and handing over of experimental 
data and/or materials obtained within the Experiment to an 
authorized CUSTOMER’s representative(s) in Moscow; 
 Preparation of the technical/operational report (one copy 
in English) and its delivery to the CUSTOMER. The Report 
is to be delivered within 60 days after the 520-day isolation 
study is completed. 
 

23,0 

Taxes (21%) 4,8 

Agreements with subcontractors:  
- Conduction of 2 sessions of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tests of 6 Products before and after Experiment.
 

5,0 

Taxes on contractor’s agreement (23,1%) 1,2 

Materials and equipment  
 3,2 

Expenses on local business-trips  0,3 

Other expenses  
(post, Internet, translation, etc.) 1,5 

VAT (18 %) 7,0 

Total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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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 이 지 74 도 표 있음(●), 없음( ) 크 기 27Cm.

참고사항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번호

초록 (15-20줄내외)

우주환경(저중력-우주방사선 복합)을 지상에서 재현하기 위해 하지현수장치(Hindlimb

Suspension Model)를 Gamma Phytotron 내부 방사선원 전방을 납벽돌로 차폐시켜 우

주비행선 내부와 같이 전리방사선 환경을 조성하였고, 개발된 모사시스템의 성능 검증

을 위해 하지현수그룹과 비하지현수 그룹 및 방사선 조사구(3.2 mSV/day 피폭)와 비

조사구로 나누어 2주 동안 각 그룹의 체중, 근육 무게, 장기 무게, 반중력근 및 운동근

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방사선에 의한 일부장기의 손상과 하지현수(저중력)에 의한 중

력근과 반중력근의 급격함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우주환경 대응 생체보호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염증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콩 단백질 유래 펩타

이드(peptide)를 후보물질로 선정하고, 우주환경 재현 동물모사시스템을 활용하여 우주

환경 대응을 위한 생체보호 효능을 평가하였다.

우주환경에서 생물 반응 및 영향 연구를 위해 광학현미경을 통해 compost soil에 생

육하는 미생물들을 확인하였으며 각 분리주의 16s와 18s rDNA sequencing을 통해 동

정하여 이들의 방사선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주환경에서 안정적 영양공급 및 영양생리 개선 연구를 위해 신규 우주

식품 4종(불고기, 비빔밥, 미역국, 오디음료)의 시제품 개발 및 러시아 IBMP의 국제우

주정거장용 우주식품 인증서 획득하였다. 또한, 한국우주식품 6종(불고기, 비빔밥, 미역

국, 오디음료, 김치, 수정과)에 대하여 MARS-500에 참여 계약 체결함. 2010년 6월에

시작될 MARS-500 실험을 통하여 한국우주식품의 인체면역력과 영양생리에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여 한국우주식품의 우수성을 입증할 예정이다.

본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은 민간으로 이전하여 항공, 자동차, 국방, 정보통신, 생

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예정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우주환경생활지원시스템, 우주방사선, 우주식품, 폐기물재활용시스

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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