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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0.5~2 kGy) on the microbiological,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peaches was investigated during 6 day storage at 20±3oC. Total aerobic bacteria, yeasts and mold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dose level. In Hunter’s color values, L-values decreased and a- and 
b-values increased with increment of irradiation dose level. Hardnes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ment 
of irradiation dose level whereas pH, soluble solid,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increased with increment of 
irradiation dose level.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irradiated peach 
was higher than that of control and its activity increased with increment of irradiation dose level. Vitamin C 
content was not affected by irradiation. In sensory test, overall acceptabilities of irradiated samples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These results suggest that gamma irradiation on peach was effective for microbiological 
safety while improving the antioxidant activity, but not good on color and texture of p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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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는 장미과, 자두속, 

Amygdalus 아속에 속하는 낙엽, 교목성 식물로 국이 원

산지이고, 우리나라의 재배 주산지는 경북, 충남․충북, 경남 

순으로 성숙기 강우량이 은 지역을 심으로 재배되어 왔

다(1). 복숭아는 당, 유기산  다양한 비타민류와 독특한 

향기  과즙을 많이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갈증해소, 

피로회복, 숙취해소, 심장병, 고 압, 골다공증과 같은 퇴행

성 만성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름철 생

과용으로서, 는 주스, 넥타, 통조림 등의 제조와 여러 가지 

디 트 식품의 원료로 이용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2,3). 

그러나 복숭아는 다른 과일에 비해 호흡량이 많으므로 온도

가 높을수록 호흡작용에 의한 과실 내 양분의 소모가 많아져

서 신선도가 격히 떨어지거나 쉽게 과육이 물러지므로 

장성이 아주 낮다(1). 동시에 변질과 부패 상이 쉽게 발생

과 유통기간이 비교  짧은 문제 으로 인하여 유통 에 

10～30%는 폐기되는 실정이다(4,5). 재 국내에서 복숭아

의 이용 실태를 보면, 부분의 백도 품종은 당도가 높아서 

주로 생과로 이용되는 반면, 당도는 낮으나 산도가 높고 향

기 성분이 많은 황도는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다(5,6). 그러

나 가공용의 경우는 외국과의 경쟁력이 낮아 생과용을 권장

해왔으나, 생과용 품종의 부분이 장성이 낮아 일시출하

가 불가피하여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5). 따라서 신선

도 유지가 매우 짧은 복숭아의 장기간을 연장시키고 유통 

의 품질 하가 일어나는 단 을 보완해야한다.

과실류의 유통과 국제교역 등에서 과실류의 미생물 제어 

 보존성 향상 방법으로 가장 일반 으로 사용되어온 방법

의 하나는 ethylene oxide(EO)와 methyl bromide(MeBr)를 

비롯한 훈증살균 기술이 있다(7). 그러나 EO는 발암성과 잔

류성 등의 문제 이 보고되어 식품에 한 사용이 국제 으

로 면 지 되었으며, MeBr도 오존층을 괴하는 환경 공

해물질로 규명되어 몬트리올 약에 의하여 사용이 규제되

어 있다(8). 기존에는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었던 훈증처리 

방법을 체하기 한 기술로 다양한 장조건의 설정(9), 

phosphine 훈증처리(10), CA 장(11) 등이 연구되어 왔다. 

특히 사과와 배, 복숭아 등과 같이 에틸  생성이 높은 cli-

macteric 과실은 장기간 장 시 에틸  생성을 억제하기 

하여 1-methylcyclopropene(12), tropolone(13) 등을 처리

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방법은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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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류에 따라 제한성이 크고 효과가 불완 하며, 처리 시

간이 길거나 과실에 생리  장해를 유발시키는 문제 을 가

지고 있어 산업  실용화에 비교  제약이 크다. 방사선조사 

기술은 국제기구(FAO/IAEA/WHO)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유용하고 안 한 식품  공 보건 제품의 살균방법으로 공

인되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산업 으로 이용되고 있다(14). 

특히, 감마선 조사기술은 투과력이 높아 제품을 완  포장한 

후 살균이 가능하여 살균 후 포장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

지할 수 있고, 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잔류성  품온 

상승이 거의 없고, 제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

에 하여 강력한 선택  살균효과를 나타내는 장 이 있다

(15). 한 식품의 장 기간 연장, 해충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등의 사멸과 과채류의 숙도 지연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 식품을 상으로 한 감마선 조사는 안 성면에서 인정

되었고 처리 후 잔류성분이 남지 않으며, 열의 발생, 식품 

성분 변화와 같은 부가 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을 가

지고 있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도 복숭아에 선량 감마선 조사

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복숭아 과실의 미생물학  

품질, 이화학  품질 그리고 능  품질의 변화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 감마선 조사가 복숭아의 미생물의 안정성

과 장  유통  품질에 어떠한 향을 미치지는 알아보

고자 한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복숭아(Prunus persica L. Batsch)는 

단 도로서 2008년 8월 하순에 충청북도 동군 동읍에서 

수확된 제품을 구입하여 재료로 사용하 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주)그린피아 선원 878,000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IR-149 gamma irradiator, MDS Nordion, Canada)

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간당 0.5, 1, 2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고, 흡수선량의 확인은 Dosimeter(PMMA dos-

imeter, Harwell, England)를 사용하 으며, 흡수선량의 오

차는 ±0.2 kGy 다.

시료 비

감마선 조사 시료는 비조사구와 함께 20±3oC에서 6일간 

장하면서 0, 3  6일에 분석을 실시하 다. 미생물, 색도, 

물성, 능, 당도, pH는 생시료를 이용하 고 총 폴리페놀 

함량, 수소공여능, 비타민 C는 복숭아의 껍질을 벗기고 분쇄

하여 -70
oC에서 동결시킨 뒤 5일 동안 동결건조(SFDSM12- 

60Hz, Samwon Freezing Engineering Co., Seoul, Korea)한 

후 분말로 만들어 하고 냉동 보 하면서 시료로 사용하

다.

미생물 분석

과실의 껍질부분을 3 g 칭량한 뒤 0.1% 펩톤수 27 mL를 

가한 다음 균질화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일반 호기성 세

균은 plate count agar(Difco Labs., Detroit, MI, USA)를 사

용하여 30oC에서 48시간 배양하 고, 효모  곰팡이균은 

potato dextrose agar(Difco)를 사용하여 25oC에서 3～5일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육안으로 계수하여 시료 1 

g당 log colony forming unit(log CFU/g)로 나타내었다.

물성 측정

과실의 물성은 texture analyzer(TA-XT2/25,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를 사용하여 측정

하 다. 지름 5 mm의 plunger를 이용하여 hardness를 측정

하 으며, 분석조건은 pre 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2.0 mm/sec, strain: 

70%로 복숭아 도부분의 과피 2 mm을 제거한 후 3곳을 

측정하 다.

색도 측정

과실의 색도는 Hunter 색도계(ND-300A, Nippon 

Denshoku, Tokyo, Japan)로 명도(L, lightness), 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를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으며, 측정부 는 과실의 핵과 과피의 약 1/2이 

되는 지 을 단하여 단된 면을 측정하 다.

pH 측정

pH는 시료 5 g을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충분히 교반한 

후 pH meter(Radiometer PHM210, France)로 측정하 다.

가용성 고형물의 측정

당도는 과실의 과육을 분쇄기로 분쇄하여 착즙한 후 착즙

액을 일정량 취해 당도계(ATAGO N-2E, Tokyo, Japan)로 

측정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시료를 증류수에 희석하여 희석액 0.1 mL에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2 N Folin-Ciocalteu's phenol

: DW＝1:2)를 0.2 mL 넣어 23
oC에서 1분간 반응시키고, 5% 

NaCO3 용액을 3 mL 가하여 23oC에서 2시간 방치한 다음 

spectrophotometer(Ultrospec 4300 pro, Biochrome Sweden)

로 76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흡 도는 garlic acid

를 이용한 표  검량식에 용하여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을 

구하 다.

DPPH법에 의한 수소공여능 측정

시료 1 g에 methanol을 9 mL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한 뒤 24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

을 시료용액으로 사용하 다. 0.6 μM DPPH용액 3.9 mL과 

시료용액 0.1 mL을 가하여 혼합한 뒤 30분 뒤에 methanol 

용액을 blank로 하여 517 nm에서 spectrophoto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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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trospec 4300 pro uv/visible spectrophotometer, Buckin-

ghamshire, UK)로 흡 도를 측정하 다. 수소공여능은 다

음 계산식에 의해 환산하 다.

수소공여능(%)＝( 1－
시료첨가구의 흡 도

)×100무첨가구의 흡 도

비타민 C 함량 측정

비타민 C 분석은 시료 5 g을 식품공 의 미량 양성분시

험법(17)에 따라 처리하 다. 시료 4 mL를 Sep-Pak C18 

cartridges(Waters Co., Miliford, MA, USA)로 통과한 처음 

3 mL는 버리고 1 mL를 취하여 HPLC(Waters 515 pump, 

Waters 717 plus autosampler, Waters 2996 photodiode ar-

ray detector, Milford, MA, USA) 주입용 시료로 하 다. 

HPLC 분석조건은 carbohydrate analysis column(3.9×300 
mm, Waters Associaties, Milford, MA, USA)을 사용하

고, mobile phase는 0.05 M KH2PO4/CH3CN(60:40), flow 

rate은 1.0 mL/min, 254 nm UV detector로 검출하 다.

능검사

식품 양학과 학생  학원생  20명을 능 검사요

원으로 선발하여 난수를 써놓은 시료를 무작 로 배열하고 

나눠  뒤, 시료의 color(색상), flavor(향), overall accept-

ability( 체 인 기호도)를 ‘5 : 매우 좋다’～‘1 : 매우 좋

지 않다’로서 5  척도 방법으로 기호도를 평가하도록 하

고 sourness(신맛), sweetness(단맛), texture(조직감)은 ‘5

: 매우 강하다’～‘1 : 매우 약하다’로서 5  척도 방법으로 

강도를 평가하도록 하 다. 시료는 복숭아의 껍질을 벗기고 

과육을 2×2 cm의 크기(3～5 g)로 잘라서 제공하 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

은 SPSS 14.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하여 유의  

차이가 있는 항목에 해서는 Duncan의 다 검정법으로 

p<0.05 수 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 다.

결과  고찰

미생물의 변화

감마선 조사된 복숭아의 미생물 변화는 껍질부분을 상

으로 6일 동안 실시하 으며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총 호기

성 세균수는 비조사구의 경우 장 기에 4.07 log CFU/g

를 나타내었으나 조사구의 경우 3.46(0.5 kGy), 3.32(1 kGy) 

log CFU/g으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장 

3일, 6일에도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호기성 세균수가 

감소하 으나, 장기간 동안 1.5, 2 kGy 조사구에서는 완

히 사멸되었다.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비조사구에서는 

4.07( 장 0일), 4.35( 장 3일), 4.68( 장 6일) log CFU/g으

Table 1. Changes in microbial growth of peach stor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log CFU/g)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
4)

Total 
aerobic 
bacteria

0
0.5
1.0
1.5
2.0
SEM3)

4.07aC1)

3.46bB 
3.32bB

N/D2)

N/D
0.10

4.35aB

3.71bA

3.70bA

N/D
N/D
0.06

4.68aA

3.85bA

3.90bA

N/D
N/D
0.09

0.05
0.10
0.09
 　 
 　 
 　 

Yeasts 
and molds

0
0.5
1.0
1.5
2.0
SEM

4.01aC

3.64bC

3.22cC

N/D
N/D
0.08

4.36aB

3.78bAB

3.80cB

N/D
N/D
0.05

4.67aA

3.87bA

3.66cA

N/D
N/D
0.05 

0.05
0.07
0.07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c) and a row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2)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2 log CFU/g.
3)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0). 
4)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2).

로 총 호기성 미생물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0.5, 1 kGy 

조사구에서는 장 3일과 9일에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

지 않았고,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가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검출되는 균의 수가 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모  곰팡이 

수 역시 감마선 조사 직후 조사구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미생물 수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장기간이 증가할

수록 비조사구와 0.5 kGy 조사구에서는 유의 으로 증가하

고, 1 kGy 조사구에서는 장 기에 비해 미생물의 농도

가 증가하 으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한 

총 호기성 세균과 같이 1.5, 2 kGy 조사구에서 효모  곰팡

이는 검출되지 않았다. 즉, 1.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복숭아의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여 장품질을 유지시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oussef 등(18)은 0.5～2.0 kGy의 

감마선을 망고에 조사하 을 때 감마선 조사가 총 호기성 

세균의 수를 유의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조

사구  조사구 모두 장기간 동안 총 호기성 세균의 수가 

증가한다고 보고하 으며, Prakash 등(19)은 0.5～3.7 kGy

의 감마선을 토마토에 조사하 을 때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

구에서 총 호기성 세균의 수가 게 나타났으며, 효모  

곰팡이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한 구기자에 0～14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microbial profiles는 

유의 으로 변화하 으며 비조사구에서 효모  곰팡이는 

증가하 다고 Wen 등(20)은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 다.

경도 변화

복숭아는 90% 이상의 높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실로

서 수확 후 장, 유통과정 에 표피를 통하여 수분증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량 감소, 조 상 등에 의해서 복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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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hardness of peach stor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g)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
3)

Hardness

0
0.5
1.0
1.5
2.0

 SEM2)

293.78aA1)

285.75aA

277.08aA

241.10bA

229.30bA

 15.75

239.50aB

199.84bB

189.55bB

173.68cB

157.68dB

  5.90 

182.19aC

168.10bC

155.25cC

152.64cC

147.72cC

  4.88 

15.59 
 8.56 
 9.91 
 8.15 
 5.51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d) and a row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35). 
3)Standard error of the means (n=81).

아의 품질이 하하게 된다. 복숭아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장기간 동안의 물성변화를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장 기의 물성변화는 비조사구에서 293.78 g, 조사구

에서는 285.75 g(0.5 kGy), 277.08 g(1 kGy), 241.10 g(1.5 

kGy), 229.30 g(2 kGy)로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나 조사구 1.5, 2 kGy에서만 유의 으로 감소

하는 반면 장 3일에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장 6일에도 선량에 따라 경

도가 감소하 으나 1, 1.5, 2 kGy 조사구에서는 통계 인 유

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 비조사구  조사구 모두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경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여 감마선 

조사에 복숭아의 물리  변화가 일어나면서 과육의 연화가 

가속된 것으로 여겨진다. Yun 등(21)은 1 kGy 감마선이 조

사된 사과의 hardness는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고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

인 감소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고, EL-Samahy 등(22)은 

망고에 0.5～1.5 kGy로 감마선 조사하 을 때 firmness는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방사선 처리는 

장기간 동안 망고의 firmness가 유의 인 감소의 원인이

라고 보고하 다. 감마선 조사 기술이 과실의 hardness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1) 과실 품질에 향을 미

치지 않는 한 조사선량에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 변화

복숭아를 감마선 조사한 후 과육의 기계  색도 변화를 

측정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과육의 명도(L) 변화는 

장기간 동안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비조사구와 조사구(0.5, 1, 2 kGy)는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명도(L)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나 1.5 kGy 조사구에서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색도(a) 변화와 황색도(b) 변화는 모든 장기간 동안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인 증가를 나타내었고, 장

기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구  비조사구 모두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복숭아는 장기간 

동안 감마선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명도(L)는 감소, 황색도

Table 3.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peach stor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
3)

L
(lightness)

0
0.5
1.0
1.5
2.0

 SEM2)

66.90aA1)

65.93bA

64.74cA

63.98cdA

63.51dA

 0.47

66.17aAB

65.06bAB

64.26bcAB

63.33cdA

62.92dAB

 0.53

65.36aB

64.22bB

63.74bcB

63.07cdA

62.20dB

 0.44

0.40
0.42
0.44
0.54
0.58
 　

a
(redness)

0
0.5
1.0
1.5
2.0
SEM

 3.73dC

 4.57cC

 4.80bcC

 5.44abC

 6.09aC

 0.41

 7.82dB

10.07cB

11.65bcB

12.82abB

14.19aB

 0.79

11.23eA

14.09dA

16.14cA

17.54cA

19.00aA

 0.68

0.57
0.63
0.71
0.80
0.47
  　

b
(yellowness)

0
0.5
1.0
1.5
2.0
SEM

30.51eC

31.39dC

32.66cB

33.39bB 
34.40aB

 0.32

31.10eB

32.19dB

33.19cB

34.04bB

34.85aB

 0.26

32.21eA

33.51dA

34.21cA

34.95bA

35.74aA

 0.27

0.21
0.24
0.32
0.32
0.30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e) and a row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50).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a)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살균처리로서 주로 이용되

고 있는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whiteness를 하시키거나 

yellowness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보고(23-26)와 배

에 2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시 배의 L값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Kwon 등(27)의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 고, 한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부분 으로 과육의 내부 갈변을 유

도하는 경우가 보고(28)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감마선 

조사가 복숭아 과육의 갈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

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복숭아의 색도 변화를 억제하기 한 

다른 방법과의 병용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pH 변화

감마선 조사된 복숭아의 장기간  pH 변화는 Table 

4와 같다. pH 변화는 장 기에 비조사구에서 3.78로 나타

내었으며, 조사구에서는 4.00(0.5 kGy), 4.08(1 kGy), 4.47(1.5 

Table 4. Changes in pH of peach stor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3)

pH

0
0.5
1.0
1.5
2.0

 SEM2)

3.78eC1)

4.00dC

4.08cC

4.47bC

4.54aC

0.03

3.98eB

4.23dB

4.29cB

4.70bB

4.77aB

0.01

4.22eA

4.44dA

4.54cA

4.84bA

4.91aA

0.03

0.03
0.02
0.01
0.03
0.02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e) and a row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20).
3)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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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soluble solids of peach stor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
3)

Soluble
solids

0
0.5
1.0
1.5
2.0

 SEM2)

9.10bA1)

9.29bA

9.40abB

9.50abB

9.87aB

0.23

 9.37bA

 9.46abA

 9.58abAB

 9.63abB

10.26aAB

 0.38

 9.82aA

10.17aA

10.82aA

10.93aA

11.03aA

 0.66

0.46
0.45
0.60
0.36
0.40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 b) and a row 
(A, B) differ significantly (p<0.05).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50).
3)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kGy), 4.54(2 kGy)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증

가하 으며, 장 3일, 6일째에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장기간 동안 비조사구  조사구 모두 pH가 유의 인 증

가를 나타냈으며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pH가 더 높게 

나타났다. Kang 등(29)은 사과에 0.5～3 kGy의 감마선을 조

사한 결과 pH 변화는 조사량에 따른 뚜렷한 차이 없이 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물 변화

복숭아는 표 인 climacteric형 과실로서, 후숙이 진행

됨에 따라 호흡과 에틸 의 발생이 일시 으로 증함에 따

라 과피색이 변화되면서 과육의 연화, 분의 분해  가용

성 고형성분의 증가 그리고 과실 특유의 감미  향기성분의 

증 , 유기산의 감소 등 여러 가지 생리  변화가 진행된다

(30). 특히,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은 후숙 정도와 직 으로 

비례한다. 복숭아 장기간 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Table 5에 나타냈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장 기 비조사

구와 0.5 kGy 조사구에서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1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는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장 6일째에는 조사선량에 따른 유

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장기간 동안 조사구  비조사구 

모두 장기간 증가에 따라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Hussain 등(31)은 복숭아에 1.0～2.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상온 장하는 동안에 가용성 고

형물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변화

감마선 조사에 따른 복숭아의 총 폴리페놀 함량 변화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장 기에 비조사구에서 9.87 mg/ 

100 g이었고, 조사구에서는 11.01(0.5 kGy), 11.94(1 kGy), 

13.50 (1.5 kGy), 15.24(2 kGy)로 나타나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 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여 2 kGy 조사구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 장 3일, 6일에도 조사선량

Table 6. Changes in total phenolic compounds of peach stor-
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100 g)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3)

Total
phenolic
compounds

0
0.5
1.0
1.5
2.0

 SEM
2)

 9.87
eB1)

11.01
dB

11.94
cB

13.50
bAB

15.24
aA

 0.24

10.31
dA

11.34
cAB

12.58
bAB

13.04
bB

15.15
aA

 0.23

10.40
dA

11.79
cA

12.23
cA

13.85
bA

15.32
aA

 0.27

0.17
0.27
0.18
0.31
0.28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e) and a row 
(A, B) differ significantly (p<0.05).
2)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5).
3)Standard error of the means (n=9).

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며, 2 kGy 조사구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와 조사구(0.5, 1, 1.5 kGy)에서는 장기간이 지날

수록 증가하는 차이를 보 으나, 다른 조사구에 비해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낸 2 kGy 조사구는 장기간 동안에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페놀화합물은 free radical 등과 

쉽게 수소교환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활성을 가진 수소 원자

가 존재하여 공명으로 안정화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많은 페놀 화합물들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2). EL-Samahy 등(22)은 망고에 0.5～1.5 kGy로 

감마선 조사를 한 결과 폴리페놀 함량은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고, 장기간 동안 비조사구에 비해 조

사구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으며, 낮은 선

량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의 유의 인 증가는 phenylalanine 

ammonia lyase의 활성이 강화된 것으로 단하 다. 따라

서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된 복숭아의 총 폴리페놀 함량

은 phenylalanine ammonia lyase의 향을 받아 증가된 것

으로 여겨지며, 감마선에 의한 총 폴리페놀 함량 증가는 항

산화능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항산화 활성 변화

장기간 동안 감마선 조사된 복숭아의 항산화 활성 변화

를 DPPH 라디칼 소거능(수소공여능) 측정을 통해 Table 

7에 나타내었다. 수소공여능은 장 0일에 비조사구 76.89%, 

0.5 kGy 조사구 79.68%, 1 kGy 조사구 83.40%, 1.5 kGy 조사

구 87.65%, 2 kGy 조사구 94.44%로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에 

유의차를 나타내었고,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 으며 장 

3일, 6일에도 동향을 보 다. 한편 장기간 동안 수소공여

능은 체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다. 이는 복숭아

에 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

이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 다. 한 총 폴리페놀 함량(페놀

성 화합물인 라보노이드나 페놀산 그리고 안토시아닌 등

의 총량)은 DPPH 라디칼 소거능으로 나타내는 항산화 활성

과 한 계가 있으며, 일반 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

면 총 폴리페놀 함량도 증가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복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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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hanges in hydrogen donating activity of peach 
stor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3)

Hydrogen
donating
activity

0
0.5
1.0
1.5
2.0

 SEM2)

76.98eA1)

79.68dB

83.40cB

87.65bA

94.44aA

 0.70

77.96dA

79.95cB

85.51bA

86.70bA

92.98aA

 0.55

77.73dA

82.42cA

83.15cB

87.00bA

93.46aA

 0.51

0.66
0.54
0.51
0.52
0.71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e) and a row 
(A, B)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9).

아의 수소공여능이 페놀화합물과 상 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Kim 등(33)이 10, 20 kGy의 감마선 조사한 

감귤 정유의 자공여능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

이가 없었다는 보고와 Yun 등(21)이 1 kGy의 감마선 조사된 

사과의 DPPH radical 소거능에 감마선 조사가 향을 미치

지 않았다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다소 다른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와 같이 재까지 감마선 조사에 의한 항산화능 변

화의 일반 인 경향은 밝 지지 않았으나, 물질의 종류, 감

마선 조사선량 등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 다

(34).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감마선 조사로 인해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수소공여능 

변화 한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산화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타민 C(아스코르 산) 함량 변화

감마선 조사된 복숭아의 비타민 C 함량 변화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장기간에 따라 비조사구  조사구의 비타민 

C 함량은 평균 으로 0.26( 장 0일), 0.28( 장 3일), 0.29(

장 6일) mg/100 g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고,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비타민 C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으나 조사유무에 따른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이온화 에 지 조사는 비타민 C의 함량을 감소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50～1500 Gy의 감마선을 포

Table 8. Changes in vitamin C contents of peach stor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100 g)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3)

Vitamin C

0
0.5
1.0
1.5
2.0
SEM2)

0.24aB1)

0.25aA

0.26aA

0.27aA

0.27aA

0.03

0.27aAB

0.27aA

0.28aA

0.28aA

0.29aA

0.02

0.29aA

0.29aA

0.29aA

0.29aA

0.29aA

0.01

0.01
0.03
0.02
0.02
0.02
  　

1)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 and a row 
(A, B) differ significantly (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9).

도에 조사한 결과 비타민 C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는 Yanez 등(35)의 보고와 망고에 0.5～2.0 kGy의 감마

선을 조사하 을 때 조사선량과 장기간에 따라 ascorbic 

acid 값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는 Youssef 등(18)의 결과

는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Patil 등(36)

은 포도에 70～700 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결과 비타민 C의 

함량이 조사선량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

고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타민 C의 함량 변화는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조사

선량과 장기간에 따라 비타민 C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아 복숭아에 감

마선 조사 시 0.5～2 kGy의 조사선량까지는 비타민 C 함량

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능검사

감마선 조사된 복숭아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9와 같

다. 신맛, 단맛, 경도 항목의 측정은 강도측정으로, 색상, 향, 

체 인 기호도 항목은 선호도 측정으로 나타내었다. 신맛

에 한 강도특성 평가 결과는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조사

구에서의 신맛은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비조사구에서는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한 장 기에 비조사

구와 조사구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며 조사구에서 신맛이 강

하게 나타났다. 단맛에 한 강도특성 평가 결과는 장 기

에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차이를 나타냈으나 장 3일과 

6일째에는 비조사구와 조사구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모든 시료구는 장기간 동안 단맛

이 증가하 다. 조직감에 한 강도특성 평가결과는 장기

간 동안에 감마선 조사구에서 경도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장 6일째에 1.5, 2 kGy 조사구에서 경도가 2.0 으로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비조사구  조사구에서 

경도가 감소하 으나 처리구간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기계  경도 측정 결과와 비교해 보면 모든 

시료구는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유의 으로 기계  경도

가 감소함에 따라 능  조직감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색에 한 기호도는 장 기에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장 3일째에는 비

조사구와 조사구 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장 6일째에는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유의차가 보 으며 

조사구간에서 낮은 기호도를 나타냈다. 향에 한 기호도는 

장 0일과 3일째에는 조사유무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으며 장 6일째에는 처리구간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한 장기간 동안 모든 시료구는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체 인 기호도는 장 기와 

장 6일째에는 비조사구  조사구간의 유의차가 나타내지 

않았으나, 장 3일째에는 비조사구가 2.7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1.5 kGy 조사구에서 3.4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능  품질 결과를 종합해보면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

에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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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anges in sensory test of peach stored for 6 days 
at 20

o
C after gamma irradiation

Sensory 
evaluation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

0 3 6 SEM
5)

Inten-
sity1)

Sourness

0
0.5
1.0
1.5
2.0

 SEM4)

2.3bA3)

3.2aA

3.1aA

3.2aA 
2.9abA

0.38

2.0bA

2.3abB

2.6aAB

1.4cB

2.6aAB

0.26

1.8abA

1.7abB

2.2aB

1.3bB

2.1aB

0.32

0.29
0.29
0.39
0.29
0.35
 　

Sweetness

0
0.5
1.0
1.5
2.0
SEM

1.8bC

2.4aB

2.3aB

2.7aB

2.8aA

0.24

2.5bB

2.6bB

2.9abAB

3.5aA

2.9abA

0.30

3.3aA

3.3aA

3.0aA

3.7aA

3.1aA

0.33

0.31 
0.31
0.29
0.30
0.24
 　

Texture

0
0.5
1.0
1.5
2.0
SEM

3.8aA

3.4abA

2.8abA

3.1abA

2.7bA

0.34

3.6aAB

3.0abA

2.7abA

2.7abAB

2.4bA

0.37

3.0aB

2.8aA

2.4abA

2.3bB

2.3bA

0.32

0.35
0.33
0.33
0.40
0.32
 　

Accept-
ability2)

Color

0
0.5
1.0
1.5
2.0

 SEM2)

2.9cB

3.9abA

3.3bcA

3.9abA

4.1aA

0.35

3.1aB

3.3aA

3.2aA

3.4aB

3.1aB

0.32

4.2aA

3.3bA

3.1bA

3.0bB

3.3bB

0.30

0.34 
0.33
0.41
0.25
0.26
 　

Flavor

0
0.5
1.0
1.5
2.0
SEM

3.3aA

3.4aA

3.3aA

3.4aA

3.0aA

0.33

3.1aA

3.2aA

3.0aA

3.1aA

2.9aA

0.36

3.0abA

2.8bA

3.5aA

3.6aA

2.7bA

0.31

0.42
0.37
0.28
0.31
0.24
 　

Overall 
accept-
ability

0
0.5
1.0
1.5
2.0
SEM

3.1aA

3.3aA

3.1aA

3.3aA

3.4aA

0.40

2.7bA

2.9abA

3.0abA

3.4aA

3.0abAB

0.31

3.0aA

3.0aA

3.2aA

3.2aA

2.7aB

0.34

0.38
0.38
0.35
0.31
0.33
 　

1)
On the hedonic scale a score of 1=none, 3=moderate, 5=strong. 
2)
On the hedonic scale a score of 1=dislike extremely, 3=neither 
like nor dislike, 5=like extremely.
3)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a-c) and a same row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00). 
5)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60).

조사구와 조사구(0.5, 1, 1.5 kGy)의 기호도는 유의 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2 kGy 조사구의 기호도는 유의 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0.5～1.5 kGy의 감

마선 조사는 황도복숭아의 능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과에 1 kGy의 감마선 조사 시험

구의 능  선호도가 비조사구에 비해 다소 낮았다는 Yun 

등(21)의 보고와, 1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가 배의 능  

품질을 하시키는 것을 확인되었다는 Kwon 등(27)의 결과

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요   약

복숭아의 장안정성 증가를 한 연구의 일환으로 복숭

아에 0.5～2 kGy의 선량 감마선을 조사하여 20oC에서 9일 

동안 장하면서 복숭아의 미생물학   이화학  품질 특

성을 살펴보았다. 복숭아의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곰팡

이의 변화는 조사선량에 따라 감소하여 감마선 조사가 미생

물 감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  경도 측정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으며, 색도 변화는 감

마선 조사에 의해 명도(L)가 감소하고, 색도(a)와 황색도

(b)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H, 가용성 고형물, 총 폴

리페놀 함량, 항산화 활성 변화는 감마선 조사된 시료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비타민 C(아스코르 산) 함량 변화는 조사선량

과 장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감

마선 조사에 의한 향을 나타나지 않았다. 능검사 결과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높은 기호도를 보 으며, 장

기간이 지남에 따라 비조사구와 조사구(0.5, 1, 1.5 kGy)의 

기호도는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복숭아에 한 

선량 감마선 조사는 복숭아의 색도, 물리  특성에 좋지 

않은 향을 나타내지만, 미생물학  안정성에 효과 이며 

항산화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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