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 개발과 바른 소통을 위한 식품의 통섭적 이해

세상은 원자로 되었다

모든 원자는 똑같은 중성자와 양성자로 되었고 갯수만 다르다

개수가 달자지면 전자의 배치와 움직임이 달라진다

주기율표와 같은 공통성이 나타난다

주기율표의 특성에 맞게 분자로 결합한다

분자에는 Size, Shape, Movement가 있다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나 요술은 없다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면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바로 눈앞에 있지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인다

그림이 보이면 원리와 방향성을 가질수 있다

방향성이 있으면 아무리 천천히 가도 가장 빨리 목표에 도달 가능하다

먹어야 산다

식품의 운명은 맛에 달려있다

맛은 향이 지배하고 향은 뇌가 지배한다

진화의 역사를 아는 것이 몸과 마음을 아는 것이다

욕망은 투쟁의 대상이 아니고 자연이 빚은 결대로 Care할 대상이다

식품은 이미 충분히 안전하다

부족한 것은 영양이나 안전이 아니고 소통과 감사이다

불량식품보다 불량지식의 피해가 크다

그들의 말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며, 이 사람말 다르고 저사람 말 다르다

중심을 잡고 자신의 식품을 당당하게 설명 가능하여야 한다

많이 알 것이 아니고 제대로 알면 된다

원리를 알면 나머지는 다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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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자를 보자

   Figure 백문이 불여일견 ! 그림으로 이해한다

원리 - 구조가 기능이다

암기 - 창의력은 암기 이후에 일어난다

링크 - 정확히 알면 링크는 저절로 일어난다

Abuadance 많이 쓰이는 것을 안다

많은 이유 - C,H,O,N : 식품과 인체의 구성성분의 96%를 차지한다

Value/Cost - 생명은 비용대비 효율로 진화하였다

 Pattern 생명은 모듈(패턴)화되어 있다

진화의 역사 - 인간의 탁월한 능력은 패턴을 읽는 능력이다

발생의 패턴 - 정확히 알면 링크는 저절로 일어난다

나는 분자의 크기, 형태, 움직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식품현상을 보지 못했다

   대표적인 현상이 용해도이며, 용해도를 제대로 알면 식품 현상의 절반이 이해된다

Size 크기가 양이고, 양이 질이 된다

원자 ~ 세포 - 원자(0.1㎚) ~ cell(10㎛) : 육안대신 마음의 눈

- 크기에 따라 용해도, 물성, Activity가 달라진다

Shape 모양(구조식)을 보면 기능이 이해되어야 한다

직선,사슬,환 - 분자 구조식에 용해도, 점도, 생리활성, 맛 등 모든 정보가 있다

Movement 변화는 분자의 움직임에 있다. 노화, 경시변화

Energy - 움직임 증가 : 액화,기화, 용해, Melting, 균일, 분해, 소멸

Affinity - 움직임 감소 : Crystallization, 동결, 차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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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ary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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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rrangement

Amadori intermediateAmadori intermediate

carbonyl compounds













Rose oil – What’s Important
Concentration

Odor Unit =
Odor Threshold















Retort
(%)(%)

A(FFT) 1.1 Roasted Coffee like

B 0 4 C i likB 0.4 Cassis like

C 0.0 Vegetable like

D 92 7 Roasted Coffee likeD 92.7 Roasted Coffee like

E 46.7 Roasted Coffee like

F 34 9 Cassis Sesame likeF 34.9 Cassis Sesame like

G 47.2 Vegetable like



















































































































Ionizing radiation: 
X-rays

Nonionizing radiation:
Ultraviolet light

Gamma rays
Electron Beams

Microwave (by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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