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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가 재구성 돈육포의 이화학   능  품질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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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to investigat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2-thiobarbituric acid (TBA) values, color stability, texture, and sensory properties of restructured pork 
jerky. Restructured pork jerky was irradiated at dose levels of 0, 3, 5, 7 and 10 kGy with a use Co-60 sour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ontents, and TBA values. 
However, as doses of gamma irradiation increased, the redness (a-value) of restructure pork jerky increased 
whereas shear force of restructure pork jerky was decreased by gamma irradiation.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sensory scores were reduced by gamma irradiation. Therefore, gamma irradiation could be an effective 
means to improve color and texture of restructured pork jerky, but only with proper consideration for sensory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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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포는 얇게 썰어낸 고기를 염지하고 이를 건조한 식품으

로(1) 높은 단백질 함량과 낮은 지방 함량을 가지며 상온에

서 장이 가능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2). 특히 비선호 돈

육 부 의 소비 확 를 해 이를 분쇄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한 재구성 육포가 개발  생산되고 있다(3,4). 이러한 

재구성 육포는 스틱형태(stick type)나 겟형태(nugget 

type)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여(5) 제품의 

크기  모양을 조 할 수 있어 규격화된 제품의 량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6). 그러나 그 제조과정  발색을 해 첨

가되는 아질산나트륨은 발암물질로 알려진 N-nitrosamine

으로 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질긴 조직감

에 따른 연식성의 문제는 육포의 화에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7,8). 재구성 육포와 련된 연구로는 

유화물 첨가가 재구성된 돼지고기 육포의 결착성  장성

에 미치는 향(9), 인산염의 종류와 첨가수 이 재구성 돈

육포의 결착성, 미세조직  장성에 미치는 향(4)  육

포와 제조 방식이 비슷한 재구성 우육 스테이크에 한 연구

(10-12) 등으로 발색제 체 는 조직감의 개선을 한 연

구는 아직까지 없는 실정이다.

한편, 방사선  감마선은 투과력이 강하여 제품을 포장한 

상태로 연속 처리할 수 있어 살균처리 후 재포장에 따른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성분의 괴를 최소화하고 냉장, 

냉동상태에서도 살균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식품의 생화

를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13). 한 식품에 

한 선량의 감마선 조사를 할 경우 구조를 이루는 성분들에 

직 인 향을 주거나 수분이 이온화되어 자유 라디칼이 

생성되고, 이 자유 라디칼들은 식품의 성분과 반응하여 물리

화학  특성에 향을 주게 된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된 재구성 돈육포의 일

반성분, 지방산패도, 색도  단력 측정을 실시하여 재구

성 돈육포에 감마선 조사 시 일어나는 이화학 인 변화를 

측정하 다. 이를 통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재구성 돈육포

의 품질 개선 가능성과 방사선 조사 기술의 활용 범  확

와 상업  이용 가치를 높이고자 하 다.



감마선 조사가 재구성 돈육포의 이화학   능  품질에 미치는 향 363

재료  방법

재구성 돈육포의 제조  감마선 조사

도축 후 1주가 경과된 국내산 냉동 돈육의 후지(M. sem-

itendinosus) 부 를 사용하여 Choi와 An(4)의 제조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를 제조하 다. 즉, 과도한 지방과 결체조직을 

제거한 후 3.0 cm 두께로 잘라 잘 섞은 후 -20
oC에서 2시간 

동안 냉동시켰다. 2 kg의 분쇄육에 2 kg의 냉수, 3% NaCl, 

0.2% 인산염(sodium tripolyphosphate)을 비율에 맞게 섞어 

bowl cutter(MSK 760-Ⅱ, MADO Co., Koeln, Germany)에

서 2분간 유화 혼합 후 유화물을 첨가하여 4
oC에서 10분간 

meat mixer(RM-90, MANICA Co., Avila, Spain)에서 혼합

시켰다. 여기에 300 g의 육포 향신료(Griffith seasoning)를 

첨가하여 10분간 재혼합시켜 충진기(OSCA 20, FREY Co., 

Hamburg, Germany)로 fibrous casing(직경 10 cm)에 충진

하 다. 이 후 -20
oC에서 4시간 동안 냉동시켜 -4oC에서 1시

간 동안 tempering하고 fibrous casing을 제거 후 0.5 cm로 

단하여 60
oC의 smokehouse(Pilot smoke house, HYUPJIN 

MACHINAERY, Ansan, Korea)에서 6시간 동안 건조하 다. 

제조된 시료는 150 g 단 로 알루미늄과 PE가 증착된 멸

균 복합필름 포장지에 담은 후 감마선 조사를 하 다. 감마

선 조사는 선원 490 k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70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Ottawa, Canada)을 이용

하여 실온(20±1oC)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흡수선량이 

3, 5, 7, 10 kGy가 되도록 조사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Ceric Cerous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총 흡수선량의 오차를 

계산하 다.

일반성분

감마선 조사된 재구성 육포의 수분함량은 시료 2 g을 자

동수분측정기(SMO01, SCALTEC, Koeln, Germany)를 이

용하여 측정하 으며, AOAC 방법(15)를 이용하여 조단백

질 함량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분석하

다.

지방산패도

지방산패도는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정하 다. 즉, 시료 5 g에 50 μL의 BHA 

(butyl hydroxy anisole, 7.2% in ethanol)와 멸균증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DIAX 900, Heidolph Co., 

Schwabach, Germany)로 균질화 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2-thiobarbituric acid)/ TCA(trichloroacetic acid) 용

액(20 mM TBA in 15% TCA) 2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간 가열하 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원심분

리(2,000 rpm, 15 min)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

서 흡 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하여 malondialdehyde

의 농도를 구하 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μg malondialde-

hyde/g sample(wet basis)로 표시하 다.

색도

시료 표면을 color/color colorimeter(CM-3500d,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색도

(redness, a)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값이 90.5, a값이 0.4, b값이 11.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Texture

재구성 돈육포의 조직감은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s Co., London, UK)를 이용하여 50 

mm×50 mm로 자른 시료를 blade set(with knife)에서 단 

후 얻어진 strength(N/mm)－time(s) 그래 로부터 최  

단력(maximum peak)과 총 단력(total area)을 계산하

다. 이 때 측정 조건은 Table 1과 같다.

능검사

재구성 돈육포의 능검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

사선과학연구소의 연구원  훈련된 panel 30인을 상으로 

하 으며, 이때의 평가항목은 색(color), 향미(flavor), 맛

(taste), 조직감(texture), 체 인 기호도(overall accept-

ability)로, 매우 좋아한다(강하다), 7 ; 좋지도 싫지도 않다, 

4 ; 매우 싫어한다(약하다), 1 이었다. Panel은 능검사 

 나이․성별 등을 기록하고 각 시료는 물컵, 시료를 뱉는 

컵, 정수기에서 받은 물을 시료 사이에 제공하 으며, 검사 

의 향을 최소화하기 해 total session은 15～20분으로 

정하 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SPSS(Windows 

ver. 10.0, SPSS Inc., Chicago, USA)를 이용하여 각 시료간

의 유의성을 검증한 후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다.

Table 1.  Operation condition of texture analyzer for re-
structured pork jerky by gamma irradiation

Items Conditions

Mode
Option
Pre-test speed
Test speed
Post-test speed
Distance
Force
Trigger type
Data acquisition rate
Accessory

Measure force in compression
Return to start
2.0 mm/s
2.0 mm/s
10.0 mm/s
20 mm
100 g
Auto-10 g
400 pps
HDP/BS (Blade set with kn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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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lipid content of restructured pork jerky (%)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21.6±0.2
50.9±0.1
 7.5±0.3

20.9±0.2
52.6±0.2
 8.1±0.1

21.1±0.1
51.5±0.2
 7.7±0.2

22.3±0.2
52.1±0.3
 7.9±0.3

21.5±0.2
52.7±0.1
 7.5±0.2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5).

Table 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s color value of restructured pork jerky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L
a
b

28.06±0.23a
 3.18±0.01e
 3.54±0.04b

27.18±0.14ab
 4.19±0.02d
 4.54±0.08a

27.11±0.26ab
 5.07±0.03c
 4.40±0.04a

26.74±0.12ab
 6.13±0.03b
 3.96±0.07ab

25.69±0.21b
 7.02±0.02a
 3.84±0.05a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0).
a-eMean values within a row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결과  고찰

일반성분 분석

감마선 조사한 재구성 돈육포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함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 으로 시  인 돈육

포의 수분 함량은 22.25%, 단백질 함량은 53.22%, 조지방 

함량은 7.06%이며(16), Han 등(1)의 연구에서도 수분(19.22%), 

단백질(56.81%), 지방(8.19%)의 함량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

내었다. 한 식품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가 주된 양 성분

의 함량에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 다(17). 

지방산패도

재구성 돈육포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TBARS 실험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조구와 조사구간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p<0.05). 이를 통해 재구성 육포에 있어서 10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는 지방산패도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악되었다. 이는 감마선 조사 돼지고기에 있어 비조

사구와 조사구간의 지방산패도의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18)

와 유사하 다. 

육류에서의 TBA값은 0.46 mg/kg 이하까지가 가식권으

로 인정되며 1.2 mg/kg 이상일 경우 산패한 것으로(19), 4.0 

mg/kg 이상은 완  산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이를 

통해 본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지방산패도의 변화는 

Table 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BARS
1)
 of re-

structured pork jerky (MA μmol/g)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0.29±0.01 0.26±0.01 0.28±0.01 0.29±0.02 0.27±0.01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0).
1)
TBAR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미미한 수 이며 추후 더 높은 선량으로 조사할 경우에도 

가식권 내의 재구성 돈육포를 제조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었다.

색도

감마선 조사에 의한 재구성 돈육포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명도(L)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는 경향을 보 다(p<0.05). 색도(a)는 조사선량이 증가할

수록 유의 인 증가를 보 다(p<0.05). 황색도(b)에서는 조

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조구보

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일반 으로 돈육에 감마

선을 조사할 경우 색도가 증가하게 되는데(14,21), 이는 

식육의 myoglobin이 산화하여 oxymyoglobin을 형성하게 

되고 지속 인 산화 과정에 따라 metmyoglobin을 형성하게 

되나, 감마선 조사 식육은 이온화 에 지의 흡수에 의해 Fe
2+

의 산화가 발생되어 Fe3+의 생성과 함께 감마선 자체에 의한 

metmyoglobin의 괴가 일어나므로(22), 결과 으로 oxy-

myoglobin에 의해 선홍색을 띠게 된다(23)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exture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재구성 돈육포의 조직감  단

력의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감마선 조사된 재구성 

육포의 단 시 요구되는 힘을 측정한 결과, 최  단력

(p<0.05)과 총 단력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

는 Yook 등(24)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육

에 있어 감마선 조사 시 근육 내 collagen 단백질들인 titin과 

nebulin의 괴와 perimysium과 endomysium의 괴 속도

가 비조사근육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해 식육의 연도

가 개선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23).

능검사

재구성 육포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능  변화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감마선의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색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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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exture of restructured pork jerky

Shear force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Maximum (g)
Total (g․s)

21.55±1.92a
71.54±6.98

20.47±1.08ab
71.52±8.11

19.72±1.95b
70.99±7.58

19.66±2.01b
67.69±6.54

18.90±1.02c
66.86±7.33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20).
a-cMean values within a row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sensory properties of restructured pork jerky 

Irradiation dose (kGy)

0 3 5 7 10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4.09±0.62b
4.35±0.58a
4.37±0.55a
4.00±0.47b
4.35±0.61a

4.57±0.53b
4.14±0.49a
4.21±0.47a
4.59±0.48b
4.42±0.57a

4.95±0.48b
4.26±0.59a
4.25±0.55a
4.43±0.47b
4.35±0.67a

5.21±0.51ab
3.86±0.41ab
3.90±0.41ab
4.88±0.41b
3.86±0.59ab

5.81±0.67a
3.43±0.49b
3.57±0.54ab
5.52±0.48a
3.43±0.64b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0).
a,bMean values within a row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직감은 기호도가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향미, 맛  체

인 기호도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p<0.05).

원료육의 신선도 정에 있어 색은 매우 요한 지표이다. 

특히 돈육에 있어 선홍색은 높은 등 으로 정하며(25), 

한 소비자는 선홍색인 원료육  육가공품을 선호하기 때문

에 육제품은 질산염 는 아질산염 등과 같은 화학 발색제를 

이용하여 신선한 원료육과 비슷한 색으로 발색시킨다(26). 

이러한 화학 발색제의 첨가는 dimethylamine과 nitrous acid

의 반응에 의해 발암물질인 dimethylnitrosamine을 생성할 

수 있어 독성성분으로 분류되어 있다(27). 재구성 돈육포에 

선량을 달리하여 감마선 조사 후 색도를 측정한 결과, 감마

선의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색도(a)가 증가하 는데

(Table 4), 능검사 결과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색에 

한 기호도 역시 증가하 다. 이를 통해 선홍색인 돈육포의 

선호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감마선 조사가 돈육포의 

색을 선홍색으로 변색시킴으로써 화학 발색제를 첨가하지 

않고도 기호도가 확보된 재구성 돈육포의 제조가 가능하리

라 사료된다. 

조직감의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수는 유

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육포는 장성이 높으나, 

단단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 그 소비층이 다양하지 못하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를 통해 연도개선이 된 육포는 보다 부드

러운 질감을 갖게 되기 때문에 조직감에 한 기호도가 높아

진 것으로 사료되었다. 향미  맛의 경우 감마선 조사선량

에 따라 유의 인 감소를 보 는데(p<0.05), 이는 감마선 조

사에 의해 발생되는 이취에 의한 것으로 단되었다. 일반

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은 고유의 방향성분이 감소되며 불

쾌취가 발생한다고 하 는데(28,29), 특히 육류에 있어서 

Lefevre 등(30)과 Lynch 등(31)은 방사선 조사한 육류에서 

이취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조사취로 인해 향미에 한 선호

도가 낮은 값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하 다. 한 조사취는 

wet dog odor와 같은 냄새(32)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사취에 의해 향미와 맛에 있어 기호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 지 까지의 결과는 재구성 돈육포의 육색  

조직감 개선을 한 감마선의 이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

며, 향후 방사선 조사에 의해 하된 능  품질 개선을 

한 추가 실험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가 재구성 돈육포의 이화학   

능  품질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0, 3, 5, 7, 10 kGy 

선량으로 조사된 재구성 돈육포의 일반성분, 지방산패도, 색

도, 단력  능검사를 실시하 다. 일반성분 분석 결과

에서 감마선 조사에 따른 수분, 조단백, 조지방의 함량  

TBA값의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색도 측정 결과 색도인 

a값이 유의 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단

력 측정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단력은 낮아졌으며, 

능검사 결과 모든 조사구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p<0.05). 능평가에서 기호도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낮아

졌다. 따라서 재구성 돈육포에 있어 감마선의 조사는 육색 

 조직감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나 능  개선을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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