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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 조사한 건조 멸치류에서 유도된 지방분해산물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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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Dried 
Anchovies by Electron-Beam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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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ation-induced hydrocarbon contents of dried anchovy, jiri anchovy, and large-eyed herring were 
evaluated following electron-beam irradiation at doses of 1, 3, 5, 7, and 10 kGy. GC/MS identification of the induced 
hydrocarbons by irradiation was conducted after lipid separation by soxtec, followed by florosil column chromatography. 
1-Tetradecene (C14:1) and pentadecane (C15:0) derived from palmitic acid, 1-hexadecene (C16:1) and heptadecane (C17:0) 
from stearic acid, and 8-heptadecene (C17:1) and 1,7-hexadecadiene (C16:2) from oleic acid were the major induced 
hydrocarbons in irradiated dried anchovy, jiri anchovy, and large-eyed herring samples. At the same irradiation dose, 
concentration of induced hydrocarbons differed from fatty acid composition and increased in accordance with radiation 
dose level.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such as 1-tetradecene (C14:1), 1-hexadecene (C16:2), 8-heptadecene (C17:1), 
and 1,7-hexadecadiene (C16:2), were confirmed as irradiation marker compounds. Therefore, these marker compounds 
could be used to distinguish electron-beam irradiated dried anchovy, jiri anchovy, and large-eyed herring from non-irradi-
ated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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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멸치(Engraulis japonica)는 회유성 부어류에 속하며 우

리나라 총 어류 생산량의 32%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어종으

로 남해 연안으로 접안 회유하여 산란 후 남해 전역에 주로 

분포한다(1). 멸치는 필수아미노산과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

유된 우수한 해양 식량자원으로 인간의 식이로써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특히 관상동맥질환의 예

방과 혈압조절에 도움이 되는 다가불포화지방산(PUFAs)인 

DHA와 EPA의 함량이 높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식품으

로 이용되고 있다(3,4). 멸치의 생산량은 기선권형망, 유자

망, 정치망, 부망, 저인망 등의 방법으로 2000년대 이후 연

간 20만 톤에서 최고 29만 톤 정도 어획되는 풍부한 수산 

자원이다(5). 그러나 멸치는 육조직이 연약하며, 사후변화

에 영향을 주는 단백질 분해효소인 cathepsin L과 chymo-

trypsin의 활성이 강력하여 신선도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어 

저장성을 위해 마른 멸치 및 젓갈 형태로 이용된다(6). 마른 

멸치는 어획한 후 수세와 자숙의 과정을 거쳐 건조하는 자건

품과 멸치에 아무런 처리 없이 천일건조 하는 소건품 그리고 

건조과정에서 비교적 품질저하가 적은 냉풍건조에 의해 제

조되어 판매되고 있다(7,8). 마른 멸치는 저장과 유통과정에

서 지질의 산화 및 갈변 등으로 향미가 저하되고 영양가의 

손실과 외관이 손상되어 제품의 가치가 감소되며(9), 특히 

멸치에 함유되어 있는 다가불포화지방산이 산화되어 저급 

카르보닐 화합물이 생성되어 갈변과 off-flavor를 일으켜 

품질의 저하가 일어나기 쉬운 단점이 있다(10). 또한 제조과

정이 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면서 살균을 위해 자숙 등 

열처리 시 제품의 색상이 변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제어하기

가 어렵다(11).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조과정 

이외에 이산화황과 소르빈산과 같은 식품첨가물들이 사용

되고 있으며, 갈변 방지와 방부 효과를 위해서 첨가제들이 

기준치 이상으로 사용되고 있는 등 문제점들이 보고되고 있

다(12). 마른 멸치를 포함한 건어포류는 가격 경쟁력이 높은 

고온다습한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하고 있어 비위생적인 제

조공정과 수입 후 비위생적인 유통과정에 의해서 소비자들

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11). 최근 이런 문제점들의 해결 

방안으로 비가열 살균(non-thermal pasteurization) 방법

으로서 식품의 고유 성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살균 가능한 

방사선조사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13). 식품에 사용이 가능

한 조사선원(radiation sources)으로 방사성동위원소(60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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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전자선가속기(electron accelerator)

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선(10 MeV 이하), 기계적으로 발생

되는 X선(5 MeV 이하) 3가지가 있다(14). 방사선조사에 대

한 안전성은 IAEA 및 FDA에서 승인하여 세계적으로 그 이

용성이 확대되어 현재 56개국에서 조사가 허용되고 있다

(15,16).

감마선은 투과력이 높아 식품이 포장된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만 조사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으며, 소비자에게 방사성동위원소에 대한 불안감을 주고 

있다. 반면 전자선은 투과도는 낮지만 짧은 처리시간으로 

대량 제품을 연속적으로 조사할 수 있고 전기적으로 발생시

키기 때문에 소비자의 수용성이 높아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전자선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12년 전

자선 조사가 허용되었다(17,18). 지금까지 건멸치와 관련된 

연구로서 건멸치의 정미성분(19) 및 핵산관련 물질 함량

(20), 지방산 조성(21), 소건멸치의 품질특성(22), 포장방법 

및 탈산소제 첨가에 의한 저장 중 품질안전성(23-25) 등이 

있으며, 감마선을 이용한 저장 연구와 건멸치의 방사선조사 

여부 검지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26-28). 그러나 

전자선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자선 조사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자선 조사 시 유도 생

성된 지방분해산물을 분석하여 전자선 조사 여부 확인마커

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건조된 국멸치(평균 길이 7.7 

cm, 무게 2 g 내외), 지리멸치(평균 길이 1.5 cm, 무게 0.02 

g 내외), 밴댕이(평균 길이 12 cm, 무게 3 g 내외)는 광주지

역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였다. 시료는 low density poly-

ethylene(LDPE) bag에 담아 진공 포장한 후 한국원자력연

구소 내 electron-beam accelerator(Model ELV-4, 2.5 

MeV, EB-Tech.,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가속 

전류 2∼8 mA, beam dimension 600 mm(length)×600 

mm(width), velocity 5∼10 m/min의 선량률로 총 흡수선

량이 1, 3, 5, 7 및 10 kGy가 되도록 조사한 후 cellulose 

triacetate(CTA) dosimeter로 흡수선량을 확인하였다. 비

조사 시료와 조사된 시료들은 -18°C로 냉동 저장하면서 실

험에 사용하였다.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지방분해산물인 hydrocarbon류의 

standard 및 모든 시약은 독일 TeLA사(Karlsruhe, Ger-

many)와 미국 Sigma Aldrich사(St. Louis, MO, USA)로부

터 구입하였으며, 지방추출 및 chromatography에 사용한 

n-hexane 등 유기용매는 HPLC grade용으로 구입하였다. 

이를 다시 wire spiral packed double distilling(Norm-

schliff, Geratebau, Germany) 장치를 이용하여 재증류한 

후 사용하였다. Florisil(60∼100 mesh)은 Fisher Scien-

tific(Waltham, MA, USA) 제품을 구입하여 550°C 회화로

에서 하루 저녁 동안 태운 뒤 desiccator에서 방냉하였다. 

그 후 hydrocarbon류의 분리를 위해 3% 물을 가한 뒤 20분 

동안 균질화하고 12시간 이상 방치한 후 불활성화시켜 충진

제로 사용하였다.

지방추출

조사선량별 시료 5 g과 Na2SO4를 혼합하여 다공성 thim-

ble에 넣고 Soxtec HT2(Foss, Nanterre, France) 장치에

서 약 50 mL의 추출용매 n-hexane을 extraction cup에 

가하고 extraction unit에 넣어서 지방을 추출하였다. 지방

추출은 rinsing 및 boiling 단계를 자동으로 하고, solvent 

recovery까지 45분이 소요되었다. 추출용액은 rotary vac-

uum evaporator(Büchi, Flawil, Switzerland)와 N2 gas를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냉동 저장하여 실험 시료로 사용

하였다. 

지방산 조성 분석

건조된 멸치류의 추출된 조지방을 Metcalf 등(29)의 방법

에 따라 1 N KOH/EtOH로 검화한 후 14% BF3-MeOH를 

가하여 methlyester화시킨 다음 GC(Varian star 3400 CX, 

Varian,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Column은 

DB-FFAP 122-3232(30 m×0.25 mm I.D., 0.25 μm film; 

J&W Scientific, Folsom, CA, USA)를 사용하였고 carrier 

gas는 고순도 N2를 사용하였으며, injector와 detector의 

온도는 각각 240°C와 250°C로 하였다. Temperature pro-

gram은 150°C(2 min)에서 180°C(5 min)까지 5°C/min으

로 승온시킨 후 8°C/min으로 240°C(29.5 min)로 하였다. 

시료는 split ratio 1:20으로 1 μL를 주입하였다. GC에서 

분석된 각 지방산의 peak 확인은 standard의 relative re-

tention time을 기준으로 한 후 지방산들의 조성비는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Hydrocarbon류의 분리

불활성화시킨 florisil 25 g을 200×20 mm chromatog-

raphy column에 충진한 후, 추출한 지방 1 g에 정량분석을 

위해 I.S(internal standard)로서 1 mL n-eicosane(4 μg/ 

mL n-hexane)을 첨가하여 충진된 column에 가한 뒤 60 

mL n-hexane을 용리용매로 이용하여 hydrocarbon류를 

분리하였다. 이 용리용매는 335 mBar와 40°C 조건 하에서 

rotary vacuum evaporator를 이용하여 2 mL까지 농축한 

후 이를 0.5 mL까지 질소로 농축하여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30). 

Hydrocarbon류의 GC/MS 분석

분리된 hydrocarbon류는 GC/MS(QP-5050, Shimadz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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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atty acids compositions of dried anchovy and jiri 
anchovy and large eyed herring          (unit: % dried fat)

Fatty acid Anchovy Jiri
anchovy

Large
eyed

herring
Myristic acid (C14:0)
Palmitic acid (C16:0)
Palmitoleic acid (C16:1)
Stearic acid (C18:0)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
Eicosenoic acid (C20:1)
Eicosapentaenoic acid (C20:5)
Docosahexaenoic acid (C22:6)
Total

 9.6
22.4
 9.4
 6.3
 8.9
 2.8
 1.7
18.9
20.0
100

 7.5
23.1
11.4
 5.8
 7.6
 2.2
 1.3
21.3
19.8
100

 8.3
24.6
 8.7
 6.0
10.2
 1.3
 0.8
20.5
19.6
100

TSFA1)

TUSFA2)
38.3
61.7

36.4
63.6

38.9
61.1

1)Total saturated fatty acid.
2)Total unsaturated fatty acid.

Toky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이온화는 electron 

impact ionization(EI) 방법으로 행하였다. GC/MS 분석조

건은 ionization 전압은 70 eV로 하였고 injector와 ion 

source 온도는 각각 250°C로 하였다. Carrier gas는 heli-

um을 사용하여 이동상의 유속은 1.0 mL/min으로 설정하였

다. 또한 분석할 분자량의 범위는 40∼350(m/z)으로 설정

하였다. Capillary column은 DB-5(0.32 mm i.d×30 m L., 

0.25 μm, J&W Scientific)를 이용하였다. Temperature 

program은 60°C에서 170°C까지 25°C/min 속도로, 205 

°C까지 2°C/min 속도로 승온시키고, 다시 270°C까지 10 

°C/min 속도로 승온시켰다. Hydrocarbon류 분석을 위해 

split ratio는 1:20으로 시료 1 μL를 주입하고 초기 2분 동안

은 splitless 조건으로 하였다(31).

결과 및 고찰

건조된 멸치류의 지방산 조성

건조된 국멸치, 지리멸치, 밴댕이의 주요 지방산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myristic acid(C14:0), palmitic 

acid(C16:0), palmitoleic acid(C16:1), stearic acid(C18:0), 

oleic acid(C18:1), EPA(C20:5) 및 DHA(C22:6)가 함유되어 있

었다. 멸치류에서 가장 높게 검출된 palmitic acid는 각각 

22.4%, 23.1% 및 24.6%로 건조된 밴댕이가 국멸치와 지리

멸치보다 많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stearic acid는 6.3%, 

5.8%, 6.0%로 나타났으며, 건조된 국멸치에 좀 더 많은 함

유량을 보였다. 건조된 국멸치, 지리멸치 및 밴댕이의 포화

지방산 함량은 큰 차이가 없었으며, 불포화지방산은 주로 

EPA(C20:5) 및 DHA(C22:6)의 함량이 높았다. 불포화지방산 

중 oleic acid(C18:1)는 건조된 밴댕이에 10.2%로 국멸치와 

지리멸치보다 많은 함량으로 확인되었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 멸치류에서 생성된 hydrocarbon류 

전자선 조사된 건조 멸치류의 주요 지방산인 palmitic 

acid(C16:0)와 stearic acid(C18:0) 및 oleic acid(C18:1)로부터 

6종의 hydrocabon류가 확인되었으며 조사선량에 따라 

hydrocabon류의 생성량은 증가하였다. 확인된 hydro-

cabon류 중 heptadecane(C17:0)이 가장 많이 동정되었으며 

다음으로 pentadecane(C15:0), 8-heptadecene(C17:1), 1- 

tetradecene(C14:1), 1-hexadecene(C16:1), 1,7-hexadec-

adiene(C16: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Hwang 등(32), 

Noh 등(3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 

멸치류의 지방분해산물 중 heptadecane(C17:0)과 penta-

decane(C15:0)은 유기용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

자선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marker로서 유용하지 않

을 것으로 사료되며, 8-heptadecene(C17:1), 1-tetrade-

cene(C14:1), 1-hexadecene(C16:1), 1,7-hexadecadiene 

(C16:2)은 건조된 멸치류의 전자선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로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건조된 멸치류의 

지방산 중 linoleic acid(C18:2)와 EPA(C20:5) 및 DHA(C22:6)

로부터 생성되는 hydrocarbon류의 표준물질(standard 

material)은 산업적으로 제공되지 않아 표준 marker로 사

용할 수 없었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 국멸치에서 생성된 hydrocarbon류

건조된 국멸치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으며, 주요 지방산은 myristic acid(C14:0), pal-

mitic acid(C16:0), palmitoleic acid(C16:1), stearic acid 

(C18:0), oleic acid(C18:1), EPA(C20:5) 그리고 DHA(C22:6)로 

확인되었다. Fig. 1은 비조사 시료와 10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조 국멸치에서 유도 생성된 hydrocarbon류를 

GC/MS로 분석한 chromatogram이며,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hydrocarbon류의 함량은 Fig. 2에 도식화하였다. 

Palmitic acid로부터 유도된 pentadecane(C15:0), 1-tetra-

decene(C14:1)의 직선상관계수는 0.9534 및 0.807로 선량

이 증가할수록 검출량이 증가하였으며, stearic acid로부터 

유도된 heptadecane(C17:0) 및 1-hexadecene(C16:1)의 직

선상관계수는 0.9625 및 0.9403으로 선량 증가에 따른 유

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8-hepta-

decene(C17:1)과 1,7-hexadecadiene(C16:2)의 직선상관계

수는 0.8313 및 0.9396으로 선량에 따라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전자선 조사된 시료에서 동정된 hydrocarbon류 중 

유기용매에 기인하여 높은 함량을 보인 heptadecane(C17:0)

과 pentadecane(C15:0)을 제외한 4종의 hycrocarbon류의 

함량을 비교 시 8-heptadecene(C17:1)이 가장 많았으며, 이

는 Noh 등(33)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8-Heptadecene 

(C17:1), 1-tetradecene(C14:1), 1-hexadecene(C16:1), 1,7- 

hexadecadiene(C16:2) 순으로 확인되었으며, Cn-1 hydro-

carbon류의 생성률이 높았다. 따라서 전자선 조사된 건조 

국멸치에서 생성된 주요 지방분해산물인 1-tetrade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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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C/MS chromatograms of ra-
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non- 
and 10 kGy-irradiated dried anchovy 
by using SP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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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irradiation dose on the formation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in dried ancho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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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C/MS chromatograms of ra-
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non- 
and 10 kGy irradiated dried jiri an-
chovy by using SPE method.

(C14:1), 1-hexadecene(C16:1), 1,7-hexadecadiene(C16:2), 

8-heptadecene(C17:1)은 건조된 국멸치의 전자선 조사 유

무의 판별 marker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 지리멸치에서 생성된 hydrocarbon류 

전자선 조사된 건조 지리멸치에서 유도된 hydrocarbon

류를 분리하여 GC/MS 분석한 후 비조사 시료와 10 kGy 

조사 시료의 chromatogram을 Fig. 3에 그리고 정량 분석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고 Fig. 4에 도식화하였다. 건조된 

지리멸치의 주요 지방산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palmitic acid(C16:0), EPA(C20:5), DHA(C22:6), palmitoleic 

acid(C16:1), oleic acid(C18:1), myristic acid(C14:0), stearic 

acid(C18:0) 순으로 건조된 국멸치와 비슷한 함량이 확인되

었다. Palmitic acid로부터 유도된 Cn-1 hydrocarbon류인 

pentadecane(C15:0)과 Cn-2 hydrocarbon류인 1-tetrade-

cene(C14:1)의 직선상관계수는 0.8749 및 0.9793으로 조사

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성량은 

pentadecane(C15:0)이 더 높은 검출값을 보였다. Stearic 

acid로부터 유도된 heptadecane(C17:0) 및 1-hexade-

cene(C16:1)의 직선상관계수는 0.9044 및 0.9284로 조사선

량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heptadecane(C17:0)의 함량이 더 

높았다.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8-heptadecene(C17:1)과 

1,7-hexadecadiene(C16:2)의 직선상관계수는 0.8805 및 

0.9832로 8-heptadecene(C17:1)의 함량이 더 높음을 확인

하였다. 전자선 조사 시 유도된 hydrocarbon류는 Cn-1 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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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ntration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dried anchovy and jiri anchovy octopus and large eyed herring
(unit: μg/g fat)

Samples Irradiation 
dose (kGy)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1-Tetradecene

(C14:1
1))

Pentadecane
(C15:0)

1-Hexadecene
(C16:1)

Heptadecane
(C17:0)

8-Heptadecene
(C17:1)

1,7-Hexadecadiene
(C16:2)

Anchovy

1
3
5
7

10

1.29±0.05a2)3)

2.02±0.09b

2.28±0.05c

2.41±0.09cd

2.52±0.04d

 6.93±0.05a

 9.67±0.09b

12.05±0.05c

14.86±0.09d

17.42±0.04e

0.95±0.04a

1.31±0.09b

1.43±0.09b

1.92±0.05c

2.31±0.05d

101.64±0.38a

111.90±0.27b

168.24±0.66c

242.49±0.21d

267.63±0.83e

 6.51±0.07a

 8.38±0.17b

 9.67±0.12c

10.23±0.12d

11.92±0.05e

0.82±0.07a

1.06±0.06b

1.26±0.07c

1.57±0.10d

1.92±0.06e

Jiri
anchovy

1
3
5
7

10

0.58±0.03a

1.27±0.03b

1.79±0.03c

2.32±0.03d

3.52±0.03e

 8.77±0.27a

12.62±0.34b

14.61±0.52c

15.54±0.31d

18.62±0.21e

1.04±0.05a

1.36±0.04b

1.50±0.03c

1.96±0.08d

2.37±0.05e

 99.86±0.59a

120.13±0.38b

146.08±5.32c

187.89±0.22d

200.30±0.62e

 5.27±1.17a

 6.94±0.06b

 8.53±0.06c

 9.39±0.06d

10.61±0.03e

0.38±0.04a

0.89±0.03b

1.27±0.05c

1.60±0.02d

1.80±0.02e

Large eyed
herring

1
3
5
7

10

1.50±0.02a

1.84±0.03b

2.13±0.11c

3.07±0.08d

3.63±0.07e

10.11±0.24a

12.98±0.04b

14.98±0.04c

16.33±0.48d

19.12±0.08e

1.13±0.06a

1.37±0.03b

1.55±0.05b

1.75±0.14c

2.38±0.04d

148.31±0.65a

166.01±1.12b

208.82±0.52c

221.30±0.93d

238.84±0.39e

 5.88±0.07a

 6.34±0.05a

 7.91±0.17b

 9.81±0.36c

10.22±0.26c

0.59±0.03a

0.79±0.02b

1.07±0.04c

2.27±0.05d

3.10±0.08e

1)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2)Mean±standard deviation (n=3).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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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irradiation dose on the formation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in dried jiri anchov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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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irradiation dose on the formation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in dried large eyed herring. 

drocarbon류가 Cn-2 hydrocarbon류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생성되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로 지방산의 α탄소 위치에서의 

생성률이 β탄소 위치에서보다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 지리멸치에서 유도 생성된 hydro-

carbon류 중 heptadecane(C17:0)과 pentadecane(C15:0)을 

제외한 hycrocarbon류의 함량은 8-heptadecene(C17:1)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tetradecene(C14:1), 1-hex-

adecene(C16:1), 1,7-hexadecadiene(C16:2) 순으로 확인되

었다. 따라서 전자선 조사된 지리멸치에서 생성된 주요 지방

분해산물인 1-tetradecene(C14:1), 1-hexadecene(C16:1), 

1,7-hexadecadiene(C16:2), 8-heptadecene(C17:1)은 조사

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여 4종의 hydrocarbon

류는 건조된 지리멸치의 전자선 조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marker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 밴댕이에서 생성된 hydrocarbon류 

건조된 밴댕이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를 Table 1

에, 유도 생성된 hydrocarbon류의 함량을 Table 2와 Fig. 

5에 나타내었다. 비조사 시료와 10 kGy의 선량으로 조사된 

건조 밴댕이에서 생성된 hydrocarbon류를 GC/MS로 분석

한 chromatogram을 나타내었다(Fig. 6). 건조된 밴댕이에

서 hydrocarbon류의 생성률은 지방산에 따라 차이를 보였

으며 조사선량 증가 시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하였다. Pal-

mitic acid로부터 유도된 Cn-1 hydrocarbon류인 pentade-

cane(C15:0)과 Cn-2 hydrocarbon류인 1-tetradecene(C14:1)

의 직선상관계수는 0.8527 및 0.9456으로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생성량은 pentade-

cane(C15:0)이 더 높은 함량을 보였다. Stearic acid로부터 

유도된 Cn-1 hydrocarbon류인 heptadecane(C17:0) 및 Cn-2 

hydrocarbon류인 1-hexadecene(C16:1)의 직선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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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C/MS chromatograms of ra-
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non- 
and 10 kGy irradiated dried large eyed 
herring by using SPE method. 

는 0.7961 및 0.8876으로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1-hexadecene(C16:1)보다 heptadecane(C17:0)의 함량이 

더 높았다. Oleic acid로부터 유도된 Cn-1 hydrocarbon류인 

8-heptadecene(C17:1)과 Cn-2 hydrocarbon류인 1,7-hex-

adecadiene(C16:2)의 직선상관계수는 0.8578 및 0.9268로 

확인되었고 생성률은 1,7-hexadecadiene(C16:2)보다 8- 

heptadecene(C17:1)이 더 높았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 밴댕

이의 지방산으로부터 유도된 hydrocarbon류는 Cn-1 hy-

drocarbon류가 Cn-2 hydrcaobon류보다 더 높은 함량으로 

생성되어 건조된 국멸치 및 지리멸치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하였다. 또한 전자선 조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hydro-

carbon류 중 8-heptadecene(C17:1)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1-tetradecene(C14:1), 1-hexadecene(C16:1), 1,7- 

hexadecadiene(C16:2) 순으로 건조된 국멸치와 지리멸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건조된 밴댕이의 전자선 조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GC/MS를 이용한 hydrocarbon류

의 분석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건조된 국멸치와 지리멸치 및 밴댕이에 1, 3, 5, 7 및 10 

kGy의 선량으로 전자선을 조사하여 비조사 시료와 조사된 

시료에서 지방을 추출한 후 전자선 조사 시 유도 생성되는 

hydrocarbon류를 florisil column chromatography를 이

용하여 분리하였으며, hydrocarbon류의 함량 및 분해패턴

은 GC/MS로 확인하였다. 전자선 조사된 건조 멸치류에서 

palmitic acid로부터 생성되는 1-tetradecene(C14:1), pen-

tadecane(C15:0)과 stearic acid로부터 1-hexadecene(C16:1), 

heptadecane(C17:0) 및 oleic acid로부터 8-heptadecene 

(C17:1), 1,7-hexadecadiene(C16:2)이 확인되었으며, 6종의 

hydrocarbon류는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였다. 건조된 멸

치류에서 유기용매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pentade-

cane(C15:0) 및 heptadecane(C17:0)을 제외한 hydrocarbon

류 중 8-heptadecene(C17:1)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

으로 1-tetradecene(C14:1), 1-hexadecene(C16:1), 1,7- 

hexadecadiene(C16:2) 순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전자선 

조사된 건조 멸치류에서 분석된 hydrocarbon류 중 1-tet-

radecene(C14:1), 1-hexadecene(C16:1) 그리고 8-hepta-

decene(C17:1) 및 1,7-hexadecadiene(C16:2)은 전자선 조

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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