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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γ-irradiation on antioxidant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owder and 70% fermented 
ethanol extracts of Ishige okamurai (I. okamurai) were investigated. In case of powder, although yields were 
increased,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otal phenolic compounds (TPC) and 2,2-diphenyl-2-picrylhy-
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by γ-irradiation at 3, 7, and 20 kGy. In case of 70% fermented ethanol 
extracts, the results of TPC and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s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However, 
antioxidant index increased in the 20 kGy irradiated I. okamurai  extracts and decreased in 3 kGy irradiated 
ones. The optical density value of UV spectrum at 427 nm significantly decreased depending on increasing 
irradiation dosage. In conclusion, irradiated extracts of I. okamurai  can be applied to the food industry due 
to irradiation stability on antioxidant properties. Also, irradiated extracts can be more useful for food process-
ing as a result of a decrease of extracts color b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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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소득증가와 고령화 추세에 따라 인의 건강에 

한 심이 증가하고 삶의 질에 한 의식이 변화하면서 질병 

치료  노화억제 등의 생명활동에 향을 미치는 기능성식

품과 천연물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항균, 항

산화  면역력 강화 등 천연물의 기능성과 천연물에 함유되

어 있는 2차 사산물의 생리활성 효과에 한 연구가 주요 

심사가 되고 있다(1).

해조류는 육상식물에 없는 특유의 사양식을 가지고 있

어 육상식물과는 다른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2). 따라서 

해조류의 다양한 생리 활성에 한 연구가 진행 이며 해조

류로부터의 신규 천연물질의 탐색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

다. 특히 갈조류에는 alginate, fucoidan  laminaran과 같은 

다당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녹조류, 홍조류보다 비교  

높은 생리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콜

스테롤 하효과(2,4), 항암효과(5), 항 액응고효과(6)  

압 강하 작용(7)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패는 갈조식

물  넓은미역쇠과에 속하며 우리나라 남해안과 일본지역

에 주로 서식한다. 재까지 보고된 패에 한 연구로는 패

의 항응 성(8)과 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인 HIV-1의 억제

효과(9) 등이 연구되었지만 항산화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

한 상태이다.

감마선은 물질에 투과 시 원자  분자에 이온을 생성하게 

하는 리 방사선 의 하나로서 미생물, 바이러스  곤충 

사멸을 통한 식품  원재료의 부패방지와 발아  과일의 

성숙 방지를 통한 제품의 안정성  보존성 향상 등을 해 

그 사용 범 가 확 되고 있다(10).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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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가 천연물의 생리활성을 향상시킨다는 보고

(11,12)와 생리활성은 유지하되 천연물의 색을 밝고 투명하

게 하여 천연물의 가공 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

가 보고됨에 따라 감마선 조사에 한 연구  사용은 더욱

더 활발해질 망이다(13). 방사선 조사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과 같은 거 양소들의 양  가치와 소화성에 

있어서는 큰 향을 미치지 않으나, 티아민과 같은 몇 가지 

미량 양소에는 식품의 조성과 가공  장조건에 따라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하지만 이러한 변화

는 조리나 가열과 같은 일반 인 식품의 가공과정에서 오는 

손실보다 매우 다고 할 수 있으며, 국제조사식품자문 원

회(ICGFI)에서는 재까지 연구된 조사식품의 양학 인 

연구결과를 기 로 최  70 kGy까지의 조사식품에 해 

양학 으로 안 하다는 결론을 내렸다(14). 국내에서도 20

개의 항목에 10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10). 이에 패 분말과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에 3, 7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 뒤 수율, 총 페놀화합물 함량, 항산

화능  이화학  특성 변화를 측정하여 그 변화를 알아보았

고, 이를 통해 산업  이용 가능성  새로운 천연 항산화제

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제주도에서 채취한 패(Ishige okamurai, I. okamurai)를 

담수로 깨끗이 세척한 후 동결 건조하고 분쇄하여 -70oC에 

보 하면서 사용하 다.

추출

패 분말에 10배의 70% 발효주정을 가한 후 Shaker(H- 

0802, Dongwon science Co., Busan, Korea)를 이용하여 실

온에서 24시간 추출하 다. 추출 후 원심분리기(UNION 

32R, Hanil Co., Incheon, Korea)로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고 얻어진 잔사에 다시 10배의 

용매를 가하여 추출하는 방법을 3회 반복하여 추출하 다. 

3회 반복하여 얻은 여액은 여과지(Advantec 5A, Advantec 

MFS, Inc., Irvine, CA, USA)로 여과하여 37oC에서 rotary 

evaporator(RE200, Yamato Co., Tokyo, Japan)로 농축한 뒤 

-20oC에 보 하면서 사용하 다.

감마선 조사

한국 원자력 연구원 방사선 과학연구소에 있는 감마선 조

사시설에서 100,000 Ci 
60Co을 선원으로 이용하 다. 실온에

서 시간당 일정 선량률로 분말 1 g 는 추출물 5와 100 

mg/mL에 각각 3, 7  2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4oC 냉장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15)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 다. 순수 6.5 mL, 시료 0.5 mL  Folin-Ciocalteu's 

용액 0.5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간 정치시켰다. 여기

에 무수 탄산나트륨 포화용액 1 mL를 가하고 순수로 체

를 10 mL로 정용하여 상온에 1시간 방치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GENESYS 10 UV, Rochester, NY, USA)

로 76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 다.

Rancimat에 의한 항산화도 

패 추출물의 항산화도를 측정하기 해 Rancimat(743, 

Metrohm Co., Herisau, Swiss)을 사용하 다. Lard oil 3.0 

g에 최종 농도가 5 mg/mL가 되도록 시료를 첨가한 후 

100oC에서 시간당 20 L의 여과된 공기를 주입시켜 산화를 

유도하 다. 휘발성 산화생성물의 생성으로 나타나는 기

도도의 변화에 따라 자동 으로 산출된 유도기간으로 항

산화 정도를 측정하 다. 각 추출물의 항산화도는 실험구의 

유도기간을 무첨가구의 유도기간으로 나  값인 anti-

oxidant index(AI)로 나타내었다(16).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효과는 Blois(1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시료 0.5 mL에 0.2 mM DPPH 용액 0.5 mL를 

넣고 vortex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구는 시료 신 용매를 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 고, 

시료 자체의 색을 보정하기 해 공시험에는 0.2 mM DPPH 

용액 신 순수를 가하여 측정하 다.

라디칼소거능(%)＝(1－ 
시료첨가구의 흡 도－

공시험의 흡 도
)×100무첨가구의 흡 도

UV spectrum 측정

0.5 mg/mL의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을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380～700 nm에서 scanning하여 최

흡수 장을 얻었다. 감마선 조사에 따른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의 색 변화는 UV/visible spectrophotometer로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의 최 흡수 장에서 흡 도를 측정

하여 알아보았다.

pH 측정

추출물의 pH는 0.5 mg/mL에서 pH meter(HM-30V, 

TOA, Kobe,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각각의 시료에 한 평균±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SA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 고, 조사 항목들 간의 유의성 검정은 Duncan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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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법으로 p<0.05 수 에서 실시하 다.

결과  고찰

수율

천연 항산화제를 식품 산업에 용할 때 천연물의 높은 

수율은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요소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천연물의 수율 증가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13). 이에 패 분말

을 3, 7  20 kGy로 감마선 조사하여 70% 발효주정으로 

추출한 뒤 그 수율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Table 1), 

비조사구의 경우 16.92%의 수율을 보 고, 3, 7  20 kGy 

조사구는 각각 17.01, 18.08  19.33%의 수율을 보여 20 kGy 

조사구가 비조사구  3, 7 kGy 조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다. 키토산에 감마선 조사한 결과 조사

선량에 비례하여 키토산의 분자량은 작아지고, 수용성은 커

졌다는 보고(18)와 같이 감마선 조사에 따른 수율의 증가는 

감마선 조사를 통해 고분자 물질이 분자 물질로 분해되고, 

천연물 내의 불용성 성분들이 가용성 성분으로 변하여 용매

에 녹아나오는 물질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19). 이

는 21종의 한약재를 10 kGy로 감마선 조사한 뒤 70% 에탄올

로 추출하여 그 수율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20), 21종의 한약

재 모두 비조사구와 비슷하거나 증가된 수율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천연물마다 감마선 조사에 해 각기 

다른 수율의 변화를 보이는 이유는 각 천연물의 조성이 다르며 

추출 용매와 추출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19).

총 페놀화합물 함량

패 분말에 3, 7  20 kGy로 감마선 조사하여 70% 발효주

정으로 추출한 뒤 총 페놀화합물 함량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Table 1), 비조사구, 3, 7  20 kGy 조사구는 각각 

26.5, 24.7, 26.8  25.3 mg/g의 값을 보여 7 kGy 조사구는 

비조사구와 비슷하 으며, 20 kGy 조사구는 비조사구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 다. 이와 같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총 

페놀화합물 함량의 증가는 천연물 내에서 고분자 합체의 

일부분으로 존재하고 있던 페놀화합물들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여러 개의 분자 페놀화합물로 분해되었기 때문이며

Table 1. Changes in yields and antioxidant properties of ir-
radiated Ishige okamurai  powder extracted in 70% fer-
mented ethyl alcohol

  Yields (%)
TPC (mg/g of 
dry sample)

1)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2)

0 kGy
3 kGy
7 kGy
20 kGy

16.92±0.23b3)
17.01±0.01b
18.08±0.42ab
19.33±1.36a

26.48±0.19a
24.66±0.07b
26.84±0.15a
25.28±0.08b

94.63±0.21a
94.13±0.12b
94.09±0.00b
94.27±0.12b

1)TPC: total phenolic compounds.
2)Concentration of sample: 0.5 mg/mL.
3)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21), 감마선 조사에 따라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감소하는 

것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라디칼이 페놀화합물과 반

응하거나 페놀화합물이 다른 물질과 재결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22). 이 결과는 라질 콩에 0.5～10 kGy로 감마선 

조사하여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알아본 결과(23), 2.5 kGy 

조사구에서는 증가하 고, 10 kGy에서는 감소한 결과  버

섯에 2.5～20 kGy의 감마선을 조사 시(19), 조사선량에 비례

하지 않고 증가하거나 감소한 결과와 유사하다.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을 5 mg/mL의 농도에서 3, 7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 뒤 0.5 mg/mL로 희석하여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의 변화를 알아보았다(Table 2). 그 결과, 비조사

구, 3, 7  20 kGy 조사구는 각각 26.5, 26.2, 26.1  26.1 

mg/g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보여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

른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복분자 착즙

액 에탄올 추출물에 20 kGy로 감마선 조사하여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 변화를 알아본 결과(24), 조

사구가 비조사구보다 미미하게 감소하 으나 유의 인 차

이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하다. 반면 녹차 잎 70% 에탄올 

추출물에 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총 페놀화합물 함량

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12), 조사구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비조사구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보다 낮았던 결과와는 달랐

다. 이와 같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천연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 변화가 다른 것은 색상을 나타내는 화학구조와 페놀 

등의 기능성을 나타내는 구조가 감마선에 한 감수성 차이

에 기인된다(2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감마선 조사

된 패 분말  70% 발효주정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

은 무처리구와 비교 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감마선 조사

에 안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Rancimat에 의한 항산화도

Rancimat은 고온에서 유지에 산소를 주입하여 유지의 산

화를 진시키고, 산화된 유지에서 발생되는 휘발성 물질을 

물에 흡수시켜 물의 도도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산화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료의 항산화도는 실험구의 유도기간

Table 2.  Changes in antioxidant properties of irradiated 
70% fermented ethyl alcohol extracts of Ishige okamurai  

 
TPC

(mg/g of dry 
sample)1)

AI2)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3)

0 kGy
3 kGy
7 kGy
20 kGy

26.48±0.19a4)
26.21±0.14a
26.08±0.05a
26.11±0.07a

1.07±0.19ab
0.74±0.12b
0.91±0.18ab
1.22±0.31a

94.63±0.21a
94.43±0.21a
94.33±0.16ab
94.02±0.21b

1)TPC: total phenolic compounds.
2)AI (antioxidant index): induction time of oil containing of 
each extraction/induction time of test oil, concentration of 
sample in AI test: 5 mg/mL.
3)Concentration of sample: 0.5 mg/mL.
4)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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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무첨가구의 유도기간으로 나  AI값으로 비교하 고, AI

값이 높아질수록 항산화능이 높음을 의미한다(25).

3, 7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

의 lard oil에 한 지질산화 억제능의 변화를 Rancimat으로 

알아보았다(Table 2). 그 결과, 비조사구, 3, 7  20 kGy 

조사구에서 각각 1.07, 0.74, 0.91  1.22의 AI값을 보여 3과 

7 kGy 조사구의 경우 비조사구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20 kGy 조사구의 경우 비조사구보다 높은 값을 보 다. 본 

실험에서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에 따라 

카로테노이드  라보노이드와 같은 색소 성분이 괴되

는 등의 이유로 황색을 띠던 추출물의 색이 어졌다(Table 

3). Aparicio 등(26)은 올리 유를 기질 유지로 한 Rancimat 

측정에 있어 페놀, 토코페롤, 카로테노이드, 클로로필 함량 

그리고 올 인산과 리놀 인산 비율이 큰 상 계를 보인

다고 했다. 이로 미루어보아 감마선 조사에 따라 감소된 색

소 성분의 향으로 3과 7 kGy 조사구에서 AI값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Torres de Pinedo 등(27)은 항산화 물질 

속에 있는 카테콜 구조가 지질의 산화 억제능에 있어 페놀 

화합물이나 메톡시 그룹보다 효과 이라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에 따른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음에도 

20 kGy 조사구의 지질 산화 억제에 있어 값이 상승한 것은 

페놀 화합물이 아닌 카테콜 구조와 같은 지질 산화 억제에 

효과 인 다른 물질이 생성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루핀 

종자에 감마선 조사하여 Rancimat에 의한 항산화도 변화를 

알아 본 결과(28), 감마선 조사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한 

결과와 유사하며, 히알루론산에 감마선 조사하여 Rancimat

에 의한 항산화도 변화를 알아 본 결과(29), 비조사구와 조사

구간의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와는 다른 경향이었

다. 이와 같이 항산화 물질  그 상태에 따라 유도기간이 다르

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각의 항산화 물질은 과산화물의 생성을 

제어할 수도 있고, 항산화 물질 내부에 함유한 속 성분 등에 

의해 과산화물의 생성을 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30).

DPPH radical 소거능

패 분말에 3, 7  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뒤 70% 발효

주정으로 추출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의 변화를 알아보

았다. 그 결과(Table 1), 모든 시험구에서 약 94%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 결과는 비트에 2.5～30 kGy로 감마선 조사한 후 라디

칼 소거능을 알아본 결과(31),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유의

인 차이 없이 약 80%의 값을 보인 결과와 유사하며, 왕겨

에 0.2～1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라디칼 소거능의 변화

를 알아본 결과(32), 조사구가 비조사구보다 높은 값을 보인 

결과와는 다른 결과 다. 이와 같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

산화능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은 감마선 조사에 따라 천

연물 성분  일부가 분해되거나 재결합하여 생성된 새로운 

물질의 항산화능이 본래의 것보다 향상된 것일 수도 있고 

감소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22).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을 5 mg/mL의 농도에서 3, 7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 뒤 0.5 mg/mL로 희석하여 DPPH 

라디칼 소거능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Table 2), 모든 시험구

에서 약 94%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여 총 페놀 화합물 함량

의 변화와 같이 감마선 조사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이 결과는 복분자 에탄올 추출물에 20 kGy로 감마선 조

사하여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자공여능의 변화를 알아

본 결과(24), 조사구가 비조사구보다 미미하게 감소하 으

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던 결과와 유사하며,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에 1～10 kGy로 감마선 조사한 후 자공여능

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11), 10 kGy 조사구의 라디칼 소거능

이 비조사구보다 증가한 값을 보인 결과와는 다른 결과 다. 

고에 지의 감마선 조사는 물분자의 산소, 수소 결합을 분해

하여 수산 라디칼을 생산하고 단백질의  분자화를 유도하

며, 에 지 감마선 조사는 식물 유지의 항산화능을 증가시

킨다는 보고가(33,34)있으나, 본 실험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라디칼 소거능이 무처리구와 비교 시 비슷하게 유지되

어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은 감마선 조사에 안정한 것으로 

사료된다.

색

천연물은 클로로필과 라보노이드 같은 색소성분이 다

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에 첨가 시 이들 색소 성분이 식품 

자체의 색에 정 인 혹은 부정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량 첨가할 수 없는 한계 이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정제

과정을 거쳐 완제품의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한 

후 첨가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었다(24,35). 하지만 최근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천연물의 색소를 제거할 수 있

다는 연구(36)가 보고됨에 따라, 천연물의 가공 성을 향상

시키기 한 수단으로 감마선 조사 기술이 주목받고 있다. 

감마선 조사기술을 식품 산업에 용 시 복잡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천연물의 색소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량의 천연물을 식품

에 첨가할 수 있어 천연물의 기능성을 최 한 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을 3, 7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 뒤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의 최  흡수 장인 427 

nm에서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색의 변화를 측정하 다(Table 

3). 그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 도가 유의 으로 

낮아져 비조사구, 3, 7  20 kGy조사구는 각각 0.414, 0.247, 

0.079  0.064의 흡 도 값을 보 다. 이와 같이 색의 강도는 

7 kGy조사구까지 큰 폭으로 감소하 으며, 7 kGy 조사구와 

20 kGy 조사구 간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패 

추출물의 색은 황색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색이 어졌는

데, 황색 색소의 최  흡수 장이 400 nm 부근으로 이러한 

흡 도의 감소는 천연물 내에 색소성분으로 다량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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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UV-spectrum absorption intensity of 
irradiated 70% fermented ethyl alcohol extracts of Ishige 
okamurai

  Optical density (427 nm)1)

0 kGy
3 kGy
7 kGy
20 kGy

0.414±0.008a2)
0.247±0.010b
0.079±0.010c
0.064±0.003c

1)Concentration of sample: 0.5 mg/mL.
2)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카로테노이드와 라보노이드계 색소가 감마선 조사에 의

해 괴되어 명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35).

이상의 결과를 통해 감마선 조사된 패 70% 발효주정 추출

물을 식품 천연 항산화제로 사용 시 본래의 항산화 활성을 

유지하면서 비조사구보다 식품자체의 색에 큰 향을 미치

지 않아 식품 천연 항산화제로서 용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 결과는 꽈배기 모자반 물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 

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비조사구에 비해 UV spectrum 

흡 도가 낮아져 색이 어진 결과(37)와 유사하나 알긴산

과 카라기난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그 색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38),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흡수강도가 증가한 결과와

는 다른 결과이다.

pH

생리활성이 뛰어난 천연물을 식품에 첨가 시 천연물이 가

진 pH는 단백질의 용해도  추출율(39), 효소의 활성(40) 

그리고 장성  색소안정성에 향을 미쳐(41) 가공식품

의 품질특성에 향을 미친다. 따라서 천연 항산화제를 가공

식품에 용할 때에는 천연물 자체의 pH가 고려되어야 한다.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을 5 mg/mL의 농도에서 3, 7  

20 kGy로 감마선 조사한 뒤 0.5 mg/mL로 희석하여 pH의 

변화를 알아보았다(Table 4). 그 결과, 비조사구, 3, 7  20 

kGy 조사구는 각각 5.90, 5.79, 5.77  5.76의 pH 값을 보여 

조사구가 비조사구보다 다소 낮은 값을 보 으나, 조사구간

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pH의 감소

는 추출물 분자 구조의 괴에 따른 카르복실릭 그룹의 형성

과 감마선 조사 시 리코시드 결합의 괴에 따라 생성된 

자유 라디칼이 다당류의 산성화를 유도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37). 이 결과는 하이루로닉산에 감마선 조사하여 pH 

Table 4.  Changes in pH of irradiated 70% fermented ethyl 
alcohol extracts of Ishige okamurai

  pH
1)

0 kGy
3 kGy
7 kGy
20 kGy

5.90±0.02a2)
5.79±0.05b
5.77±0.01b
5.76±0.01b

1)Concentration of sample: 0.5 mg/mL.
2)Means in the same column bearing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변화를 알아본 결과(38),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pH가 감소한 

결과와 유사하 다.

요   약

감마선 조사는 식품의 부패방지  안정성 향상을 해 

그 사용 범 가 확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패 분말

과 70% 발효주정 추출물에 3, 7  20 kGy로 감마선을 조사

하여 항산화능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패 분말에 감마선 조사

하여 70% 발효주정으로 추출한 뒤 수율, 총 페놀화합물 함

량  DPPH 라디칼 소거능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조사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수율은 증가하여 20 kGy 조사구에서는 

19%의 수율을 보 으나, 총 페놀화합물 함량  DPPH 라디

칼 소거능에 있어서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하여 총 페놀화합물 함

량, 항산화능  이화학  특성 변화를 알아본 결과, 

Rancimat에 의한 항산화도에 있어서는 비조사구  3, 7, 

20 kGy 조사구 각각 1.07, 0.74, 0.91  1.22의 AI값을 보여 

3과 7 kGy 조사구는 감소하 으며, 20 kGy 조사구는 증가하

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분말에 

감마선 조사하 을 때와 같이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색도는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pH의 경우 조사구가 비조사

구보다 다소 감소한 값을 보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패 

70% 발효주정 추출물은 본래의 항산화 활성을 유지하면서 

비조사구보다 패 추출물 본래의 색이 어져 식품에 첨가 

시 식품자체의 색에 큰 향을 미치지 않아 식품 천연 항산

화제로서 용이 용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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