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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결과보고서 요약문 

연구과제명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 개발 및 확립

중심단어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주관연구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연구책임자 변 명 우

연구기간 2004. 4. 1. -  2004. 11. 30.

본 과제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지기술의 개발 및 확립에 관한 것으로 세

부적으로는 현, 식품공전 제 3, 6, 7)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품

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에 대한 방사선 조사검지 표준시험법 확립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므로, 각 식품

(군)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검지시험법 지정은 법안 제정 및 시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표준 검지시험법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자료를 품목별, 

방법별로 비교분석하고 유럽규격 (European Standard) 등 국제적인 규격을 참고로 국내 시행

에 적합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수행하 다. 국내외 

연구결과 및 조사식품의 검지시험법안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물리적 검지, 화학적 검지, 생물

학적 검지 시험법 등의 주요 시험법을 표준시험법으로 구축한 다음, 각 품목(군)의 최적시험법

을 지정하고, 원료의 전처리, 시험방법, 결과의 평가 등 각 품목(군)별로 특이적인 내용은 별도 

세부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국내의 전통식품으로 

방사선 조사 검지시험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류분말, 고추 등에 대한 검지시험법은 자체연

구 수행을 통하여 확보하 으며 본 연구와 관련하여 수입향신료, 인삼 등에 대한 다중 검지기

술 적용 시험을 실시하 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하여 상기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시험 체계에 본 연구단계의 검지시험법 

확립 대상품목(군)인 식품공전의 제 3, 6, 7)항에서 표기하고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

료용 전분에 대한 적정 검지시험법을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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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Summary

Title of Project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Detection Method of Irradiat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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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Leader Myung-Woo Byun

Project Period 2004. 4. 1. -  2004. 11. 30.

   The present project was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establishment of the detection 

techniques for the safety management of gamma-irradiated food and particularly conducted 

for the establishment of standard detection method for gamma-irradiated dried spices and 

raw materials, dried meat and fish powder for processed foods, bean paste powder, red 

pepper paste powder, soy sauce powder, and starch for flavoring ingredients described in 

3, 6, 7 section of Korean Food Standard.

Since the approvement of gamma-irradiated food items will be enlarged due to the 

international tendency for gamma-irradiated food, it was concluded that the establishment 

of detailed detection methods for each food group is not efficient for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related regulations. For this reason,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ard 

detection method, a detection system for gamma-irradiated food suitable for domestic 

operation was studied using comparative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data 

classified by items and methods and European Standard as a reference. According to the 

comparative analyses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data and regulations of detection 

for gamma-irradiated food, it was concluded to be desirable that the optimal detection 

method should be decided after principal detection tests such as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detection methods are established as standard methods and that the specific 

descriptions such as pre-treatment of raw materials, test methods, and the evaluation of 

results should be separately prescribed. The detection methods for the special foods such 

as paste powder and red pepper had not been established but the detection method was 

eventually obtained by researches in the project.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multiple 

detection methods for imported spices and jinseng was studied.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n the detection system for gamma-irradiated foods described above, the detection 

method studied in the project was assigned as appropriate detection methods for 

gamma-irradiated dried spices and raw materials, dried meat and fish powder for 

processed foods, bean paste powder, red pepper paste powder, soy sauce powder, and 

starch for flavoring ingredients described in 3, 6, 7 section of Korean Food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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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의 저장 및 가공기술은 국가 식량자원의 안보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 세계 각 국 및 국제기구(FAO/IAEA/WHO, WTO, UNEP, ICGFI 등)를 중심으로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식품 검역처리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WTO 체제에 맞는 방사선 조

사 지침 표준화를 위한 Harmonized Regulation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므로 국익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식품산업 분야에서 방사선조사 기술을 실용화하고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방사선 조

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함께 식품

의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지기술의 확립과 식품공전 시험법 제정과 같은 규격

화, 시스템화가 필수적이다.

▶ 수출입 전략상품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

보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교역에서 국내 농산품 시장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서는 독자적 검지관리의 실용화 추진 및 철저한 검역/검지관리를 통한 대외경쟁력의 확보가 

요구된다.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개발은 각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선량의 제한 준수여부, 국제교

역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 판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어 왔다. 그

러나 미국, EU 등의 선진국, 중국 등은 이미 국제규격에 준한 검지기술이 표준화되어 시행되

는 수준이다. 

▶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됨에 따라 식품 종류에 따른 조사선량

의 제한철폐는 물론 유통제한 목적의 검지기술개발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공전화된 검지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이 분야의 국내연구는 검지기술의 개발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이미 확보

된 기술을 수집, 분석, 평가하고 관계기관(식품의약품 안전청, KFDA)과 협의하여 표준 분석시

험법으로 규격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그 사용목적도 조사식품의 품질보증 및 유통관리 

목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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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연구내용 및 범위

▶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전면적인 검지법의 수립이 필요하나 이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기반이 

아직 취약하고 국내의 식품방사선 조사가 아직 산업화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우선 국내 허가 

품목부터 단계적인 연구를 시행한다.

▶ 본 연구단계에서는 국내 방사선 조사 허가 품목 (표 1) 가운데 현, 식품공전 제 3, 6, 7)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

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에 대한 방사선 조사검지 표준시험법

을 확립한다. 

표 1. 국내 방사선 조사 허가 품목 (2004년 개정)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조사목적
허가선량 

(kGy, max)

㉮ 감자, 양파, 마늘 발아, 발근 억제 0.15

㉯ 밤 발아, 발근 억제 0.25

㉰ 생버섯, 건조버섯 살충, 숙도 조정 1.0

㉱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미식품제조원료용 전분
살균, 보존성향상 5.0

㉲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

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가공식

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효모, 효소식품, 조

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제품류

살균, 보존성향상 7.0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2차살균이 필요한 환

자식

살균, 보존성향상 10.0

▶ 각 식품의 성분 및 특성에 따라 방사선 조사에 대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 반응이 다르기 때문

에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평가방법이 다양하다. 따라서 모든 식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 여부 평가방법을 찾기 어려우므로 각 식품(군)에 따라 가장 유효한 방법을 

선택해야한다. 

▶ 본 연구단계에서는 식품공전의 제 3, 6, 7)항에서 표기하고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

료용 전분에 대한 방사선 조사검지 표준시험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 연구 자료를 

토대로 열발광분석(thermoluminescence, TL), 광자극 발광분석(photostimulated 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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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L), GC-MS에 의한 2-alkylcyclobutanone 및 hydrocarbon 분석, 유리기 측정(ESR), DNA 

comet assay 등의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각 식품 품목별로 가장 유효한 표준방법을 확립한다.

▶ 표준방법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자료를 품목별, 방법별로 비교분석하며 유럽규격 

(European Standard) 등 국제적인 규격을 참고로 국내 시행에 적합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체계를 제안한다.

▶ 특히 본 연구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장류분말과 같은 전통식품은 국제적으로 아직 연구가 수행

된 바 없으므로 유사 식품(군)에 대한 문헌조사와 함께 적정 검지기술 적용을 위한 검지기술 

개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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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절  방사선 조사식품 현황

1. 세계현황

▶ 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1920년대부터 이루어졌으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1950년대부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산업화되기 시작하 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FAO/IAEA/WHO와 US FDA에서는 감마선 조사식품을 공식 인정함에 따라 각 국의 정부는 

알맞은 조사식품 허가규정을 마련하 다. 현재까지 감마선 조사식품의 세계적 허가 현황은 선

진국을 중심으로 42개국에서 식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허가된 조사식품의 

70% 이상이 1980년대 이후에 허가되었다. 

▶ 미국 농무성 (USDA) 식품안전검사부 (FSIS)에서는 가금육의 식인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1.5-3.0 kGy 의 상업적 조사를 승인하 고 (1992년 10월 21일), Florida의 식품조사 시설에서

는 1992년 1월부터 양파, 토마토, 딸기, 오렌지 쥬스, 버섯 등의 신선 농산물을 대상으로 상업

적 조사가 계속되어 조사식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Illinois에서는 1993년 9월부터 가금

육에 대한 상업적 조사가 시작되어 감마선 조사된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판매되고 

있다. 

▶ 특히 미국에서는 육류의 수출에 있어서 수입국의 까다로운 위생검사로 병원성 대장균 

O-157:H7,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등과 같은 식중독 세균들이 검역과정에서 빈번히 문제되자 

지난 1999년 12월 US FDA는 모든 육류에 대한 감마선조사를 승인하고 자국 내 육류가공에

서는 물론 수출용 육류가공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을 급속히 서두르고 있다. 이에 

뒤이어 1999년 12월 23일 USDA (미 농무성)는 2000년 2월 22일부터 본 기술의 사용을 재 승

인하 으며, 이는 자국의 식품산업 보호차원과 국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최선의 식품정책으

로 평가받고 있다.

▶ 식품조사에 대해 보수적인 국에서도 약초 및 향신료에 대한 에칠렌 옥사이드 (ethylene 

oxide, EO gas) 훈증처리를 1991년 1월 1일자로 금지시키고, 1991년 2월 13일 이후부터 과실

류, 채소류, 곡류, 구근류, 향신료, 생선, 어패류 및 닭고기를 허용선량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조사식품의 수출입을 허용한 바 있다. 

▶ 프랑스에서는 1990년 냉동, 냉장 새우와 난백 (액체, 분말, 냉동)의 감마선 조사가 허가되었고, 

1991년에는 카제인 및 카제인 가공식품과 건조과실의 조사가 추가로 허용되었으며, 약 7만톤 

정도의 가금육이 매년 처리되고 있다. 그 밖에 개구리다리, 치즈, 혈청, 향신료 등이 대량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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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 일본에서는 연간 15,000 톤 이상의 감자가 감마선 조사되어 생감자 및 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

으며, 중국의 경우 IAEA에 공식 보고된 감마선 조사 처리량은 149,000톤 정도로 보고되고 있

으나 그 국제교역량은 수 십만 톤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러시아에서는 매년 약 

400,000톤 이상의 곡류가 조사 처리되고 있다. 

▶ 우크라이나, 방 라데시, 태국, 멕시코,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에서는 매년 수십에서 수백만톤

의 곡류 및 향신료가 살충 또는 살균목적으로 감마선 또는 전자선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 외 

연간 1만톤 이상의 식품을 조사하는 주요 국가는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벨기에, 프랑스, 

중국 등이 있다.

▶ 유럽공동체(EU)와 미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농, 수, 축산 가공품의 국제시장이 점차 확대됨

에 따라 자국의 식품가공원료 및 제품에 대한 품질규격을 높이기 위해서 감마선 조사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기술의 개발에 막대한 투자와 함께 이미 설치되어 있는 감마선 조사시설

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 최근, 환경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 (1987)가 채택된 후 그 동안 해충구제 목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methyl bromide 화학 훈증제가 대기중의 오존층 파괴물질로 규정됨에 따라 세계 주요 선

진국들은 각 국의 methyl bromide 사용한계를 정하여 점차 그 사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선진

국은 2005년에, 개도국은 2015년 이내에 전면 금지할 것이라는 법률안이 마련되어 있다. 따라

서, 국제무역에 있어서 위생적 식물검역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오던 methyl bromide와 같

은 환경공해 및 독성 훈증제의 대체방안으로서 식품조사 기술의 이용이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

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식품조사 기술의 실용화가 점차 증가됨에 

따라 식품조사 기술은 지역간 국제협력사업 (RCA)으로 심도 있게 연구 개발되고 있다. 

2. 식품조사의 국내 현황 

▶ 국내에서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1959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저 준위 조사시설 (Co-60, 1만 Ci)

을 이용한 기초연구로 시작되었다. 그 뒤 1975년 연구용 대단위 감마선 조사시설 (Co-60, 10 

만 Ci)이 가동되면서 식품은 물론 제약이나 의료용구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이 최초로 도입

되었다. 이 때에는 선진 각국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살균기술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산업화

되면서 국내에서도 식품관련 학자들에 의해 방사선 조사식품의 산업적 이용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 1980년대 초반부터 국내 산업화를 위한 실용화가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주축으로 정부의 지원 

하에 국내 최초로 산업화를 시작하 으나 당시에는 여러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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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식품산업에서 살균제로 널리 사용되던 에틸렌 옥사이드 (ethylene 

oxide) 훈증제가 강력한 발암물질이 생성되고 식품 중에 잔류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식품산

업에 에틸렌 옥사이드 훈증제의 사용금지 법안이 마련되었다. 

▶ 그 동안 수행된 조사식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987-1995년 사이 3차례에 걸쳐 총 13개 식

품품목군의 방사선 조사 허가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취득하여 현재 식품류의 상업적 방사선 조

사가 행하여지고 있으며 2004년 일부 품목이 추가 또는 사용범위가 확대되었다(표 1). 

▶ 국제무역에 있어 모든 식품에 대하여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감

마선 조사기준이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OECD가입국에 대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소비자 홍보교육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재고

되어야 할 것이다. 

▶ 향후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내 보건위생환경의 향상 및 수출주도품목의 경제적 장점과 이익에 

관련된 중요한 식품산업기술로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와 더불

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위생화 기술로 평가되어 이용될 전망이다.

제 2절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개발 현황

1. 조사식품 검지기술의 세계현황

▶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과 국가간 교역에서의 관리 등을 위해서는 조사된 식품에 대한 

관리 및 품질보증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방사선조사 여부 또는 조

사선량을 판정할 수 있는 검지기술이다. 

▶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에 관한 연구는 유럽을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활발히 이루어져 이에 

관한 심포지움이 1970년 (룩셈부르그) 및 1973년 (독일, 칼스루에) 2회 개최되어 그때까지의 연

구성과를 검토하 다. 그 결과 식품조사로 인한 특수한 물질이 생성되지 않으므로 특별한 조사

식품 검지법이 없다고 잠정결론을 지음으로 조사식품의 검지에 관한 연구는 시들해 졌다. 

▶ 그러나, 1980년에 FAO/IAEA/WHO 공동의 '조사식품의 건전성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JECFI)가 평균 10 kGy 이하의 선량을 조사한 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없다고 함으로

서 세계적으로 식품조사의 실용화 기운이 높아지고 이로서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개발 필요성

이 재인식 되게 되어, 1986년 11월 독일 노이에르베르그 국제회의에서 그때까지 보고된 모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이 총괄적으로 검토되었다. 

▶ 또한 과학기술의 진보에 따라 분석기기의 성능이나 분석정 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되었기 때문

에 몇 가지 검지기술이 새로이 소개되면서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 기술에 관한 연구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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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 1988년 12월 조사식품의 수용, 관리, 무역에 관한 제네바 국제회의에서도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개발 필요성이 다시 강조되었다. 또한 범 세계적으로 식품과 농산물의 원자력 기술에 관한 

FAO/IAEA 공동위원회가 이 방면의 협동을 증진하 으며, 이 중 가능성이 높은 몇 가지 실험

법을 자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식품에 관한 분석적 검지법 협동계획 (ADMIT, Analytical 

Detection Methods for Irradiation Treatment of Foods)을 마련하여 1990년부터 1994년까지 5 

년간 연구를 하 다. 

▶ 유럽공동체 표준화위원회 (BCR) 또한 1990년부터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개발을 위한 독자적인 

프로젝트 (BCR 프로젝트)를 수행하 다. 이들 2가지 프로젝트는 공동으로 지금까지 논문형식

으로 보고된 대부분의 기술을 검토하여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기술을 선발하여 몇 가지 믿을만

한 검지기술을 확립하 다. 지금까지 검토된 검지방법은 대략 조사생성물의 화학적 정량, 기기

분석에 의한 검지, 생물학적 측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로서 개발된 방법은 조사된 식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차이

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이다. 검지방법은 크게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방법은 electron spin resonance(ESR) spectroscopy, thermoluminescence(T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PSL) 등이 있고, 화학적 방법은 식품내 지방 산화로 생성되는 

휘발성 성분들을 GC-M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다. 생물학적 방법은 식품의 DNA

의 분석을 통한 조사유무를 검지하는 single cell gell electrophoresis, 일명 Comet assay법과 

단백질 항원의 변화를 항원-항체 반응법으로 분석하는 ELISA 면역분석법과 bioassay법이 있

으며, 오염 미생물의 사멸정도를 분석하여 판별하는 direct epifluorescent filter technique/ 

conventional aerobic plate count(DEFT/APC) 법이 있다 (표 2). 

▶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럽 국제기관(ADMIT/BCR)에서는 식품 방사선 조사 검지기술에 대해서 

표준화 및 공전법을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방사선 조사 식량

자원의 검지 및 품질보증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수행되어 왔으며 해당 각 국의 검지기술

은 산업적 적용단계 또는 정립단계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현재는 검지기술의 개발보다는 각 국가별 검역관리의 효율적인 체제화가 필요한 단계이며 특

히 국가 간 교역에 있어서 harmonization이 보다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 최근 UR/GATT에서는 국제식량교역의 검역분쟁을 해결하고 식품의 위생화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 고, UN 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 친화적 기술로서 적극 권

장하고 있다. EU Committee에서는 ‘02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현재까지

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검증한 것을 계기로 EU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

다. 특히, EU를 중심으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고 일부 방법들은 실증단계에 도달했으며, 선진국/국제기구에서는 방사선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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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검역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 가장 대표적으로 1997년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평가를 위한 5 

가지의 표준공전을 제정하 으며 최근 4개항을 추가 신청 중이다(표 3). 

표 2.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출법과 이에 관련된 식품군

조사여부 판별방법 적용가능한 주요 식품군

▶ 물리적 방법

   열형광법

   광여기형광법

   전자스핀공명법

   점도계

   임피던스

   근적외선반사기

향신료, 약초, 조미료, 패류, 과채류, 곡류

향신료, 약초, 패류

뼈를 함유한 식품, 신선과일, 견과류, 갑각류, 

파프리카. 후추가루, 달걀껍질

후추류, 계피, 올스파이스

감자

후추류, 계피, 올스파이스

▶ 화학적 방법

   긴사슬 hydrocarbons

   2-alkylcyclobutanones

   peroxides

   가스발생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계란류, 생선, 

아보카도, 망고, 파파야

닭고기, 돼지고기, 계란류, 패류, 망고

닭고기, 돼지고기

냉동닭고기, 냉동새우, 후추열매

▶ 생물학적 방법

   comet 분석

   미토콘드리아 DNA

   발아법

   DEFT/APC 법

   LAL(limulus amoebocyte lysate)

   단백질

닭고기, 돼지고기, 생선, 패류, 과채류

닭고기, 쇠고기, 완참새우, 송어류

곡류, 감귤, 버찌, 사과

후추류, 약초류, 닭고기

닭고기

달걀난백

표 3. 유럽공동체(EU)의 방사선 조사식품 표준 검지법 

Standard No.  대상식품군 검사방법

EN 1784 가금육, 식육, 견과류 hydrocarbones의 GC/MS

EN 1785 식육 및 난류 2-alkylcyclobutanones의 GC/MS

EN 1786 뼈를 함유한 식품 ESR

EN 1787 섬유소 함유식품 ESR

EN 1788 광물질 부착식품 TL

prEN 13708 결정형 당 함유식품 ESR

prEN 13751 허브, spice 등 PL

prEN 13783 허브, spice 등 DEFT/APC

prEN 13784 가금육 및 식물종자 DNA come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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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식품 검지기술의 국내현황

▶ 국내의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기술 연구와 수출입 식품류의 검역처리기술 개발은 아직까지 연

구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신규기술의 개발보다는 기존 자료를 이용한 제반 법규 및 제도적 장

치의 마련과 실용화 연구가 급선무인 것으로 평가된다. 

▶ 방사선 조사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조사여부 검지와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인력, 기술, 제도

가 필요하나 국내에는 이 분야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한 상태이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조사식품 검지기술의 식품공전 시험법 제정이 우선되어야 한다. 

▶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및 검역 관련 연구결과는 국내․외 전문학

술지 논문게재 100여 편 수준이다.  

▶ ’00∼’02년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개발 과제 수행을 통하여 각종 곡류, 건조농산품, 한약

재, 향신료, 육류, 어류 등에 대하여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검지기술이 개발/검증되었다. 

▶ ’00∼’02년 수출전략 전통 허브/향신료의 검역유기체 사멸방법 확립과 검역 시 품질평가 및 검

역검지 조건 설정시험에서 교역대상 모델 농수산제품의 검역 유기체 관리방안 구축과 검역관

리 품질/검지조건확립 및 최적화 시험이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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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시험법 체계 구축 

1. 연구내용

▶ 본 과제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지기술의 개발 및 확립에 관한 것으로, 세

부적으로는, 식품공전 제 3, 6, 7)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품

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

용 전분에 대한 방사선 조사검지 표준시험법 확립을 목표로 수행하 다.  

▶ 연구 착수 이후 국내외 자료 조사과정에서 연구내용을 확대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연구내

용을 조정하 다. 즉, 표준 검지시험법의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자료를 품목별, 방법별로 

비교분석하고 유럽규격 (European Standard) 등 국제적인 규격을 참고로 국내 시행에 적합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수행하 다. 

▶ 이는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국내에서도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이 계속 확대될 전망이므로, 각 

식품(군)에 대한 별도의 세부적인 검지시험법 지정은 법안 제정 및 시행에 있어 비효율적인 

요인이 클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었다. 

 가.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시험법 분석

  (1)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기술 내용 및 범위

▶ 국내․외 연구결과를 검지방법별, 식품품목(군)별로 분류하여 연구내용, 결과의 유효성, 표준시

험법안으로서의 적용가능성 등을 비교분석하 다.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기술은 기기분석에 의한 물리적 검지, 화학적 정량, 생물학적 측정이 있

다. 기기분석법은 조사식품을 열발광기 (TL), 광여기발광기 (PSL), 전자스핀공명장치 (ESR) 

등으로 분석하여 얻어지는 신호의 형태차이를 기초로 검지를 하는 것이다. 화학적 정량 방법은 

육류 등의 식품에 함유된 지질에 방사선이 조사되면서 생성되는 휘발성 지방산인 hydrocarbon 

또는 2-alkylcyclobutanone를 검지 하는 것이다. 생물학적 방법은 미생물상의 변화를 비교하는 

DEFT/APC (direct epifluorescent filter technique/aerobic plate count) 방법과 DNA 변화를 

검지 하는 DNA Comet Assay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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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물리적 검지기술

   건조곡물이나 건조향신료, 각설탕, 과일의 씨, 포유류의 뼈나 뿔, 홍합, 대합조개, 연체동물 및 

갑각류껍질의 석회질, 키틴질 그리고 규사성분은 방사선 조사 후 에너지 포획 및 장수명 여기상태

를 유지한다. 이 짝이 없는 전자의 여기상태는 electron spin resonance (ESR)로 확인 할 수 있으

며, 이렇게 포획된 에너지를 전자기파나 가열로 방출시키면서 이 때 발생하는 빛이 신호로 표시되

어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① 열 발광법 (TL: Thermoluminescence)

   열 발광법은 가장 잘 알려진 발광법으로 열이 포획에너지를 방출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발광

곡선을 수학적으로 분석하여 방사선 조사로 인한 열 발광 피크를 기저선에서 분리하여 특이성이 

높은 광자계수 (TL intensity) 대 온도의 곡선을 얻는다. 열 발광은 식품에 붙어있는 규산염금속

에서 조사공정 시 저장 또는 포획된 에너지가 가열로 유리되는 빛의 방출에 기초한다. 향신료, 건

조야채, 약초, 감자나 딸기 등 많은 식품에 열 발광법이 적용된다. 하전 포획은 고체형태의 모체를 

필요로하며 식물성 식품에서 TL 신호를 일으키는 것은 식품에 붙어있는 먼지와 토양이다. 

   열 발광은 방사선조사에 의해 일어나는 물질내부의 여기가 가열에 의해 해방될 때의 발광을 

측정하는 것으로 식품에 부착된 흙, 모래, 먼지와 같은 무기물의 발광을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식품의 열 발광을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닌, 식품의 현탁액과 폴리텅스텐산 나트륨용액을 혼합하

고 원심분리하여 식품에서 무기물을 비중에 따라 분리하고 모여진 무기물의 열발광을 측정한다. 

   단, 비조사시료의 열 발광량 분산이 크기 때문에 열 발광을 측정한 후 무기물에 대하여 미리 

알고있는 방사선선량으로 조사된 시료의 열 발광을 또 한 번 측정하여 2번의 열 발광값의 비를 

구하여 정확하게 조사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여러 물질에서 기인된 서로 다른 조사 민감성의 차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물질의 보정이 필요한데 이것은 재조사 (1.0 kGy) 전후의 발광 강도비

를 측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조사시료는 발광비가 0.5보다 크며, 비조사 시료는 0.1보다 적다. 

   TL 분석 전에 광물오염을 분리하여 유기물에서 나오는 과도한 신호를 제거하면 보다 높은 온

도를 사용하여 안정한 신호를 얻어 방사선 조사 유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TL 신호는 장 

수명이며 비조사 시료보다 조사시료에서 오래 남는다. 그러나, 조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호

가 약화되어 선량의 정확한 측정에는 부적합하지만 건조식물 물질이 조사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에는 충분하다. 

   향신료에 관해서는 ADMIT 나 BCR 프로젝트에서 cross check가 몇 번이고 행하여져 TL이 

믿을만한 기술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열 발광측정은 부착된 흙이나 모래 등이 분리될 수 있으면 

향신료나 건조야채이외의 식품에도 이용할 수 있어 감자, 양파, 야채, 곡물 등 밭에서 재배되는 모

든 농산물에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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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광여기 발광법 (PS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방사선 조사로 식품 내부에 포획된 에너지를 열 대신 빛을 사용하여 방출시킨다. 조사시료는 

여기용 빛보다 유출된 빛의 진동수가 큰 반 stoke 발광을 보인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위반하는 

이러한 현상은 포획된 하전 운반체에 저장된 에너지 유출의 결과이며 비조사 시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방법은 보다 큰 특이성이 있을 수 있으며, 단일광자 계수의 높은 감

도가 유지된다. 

   열 발광법이 광물질을 추출하는 등의 다소 복잡한 시료 준비 시간이 필요함에 비하여 광여기 

발광법은 시료준비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 빠른 시간 내에 (대략 1-2분)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측정법이다 

   ③ 전자스핀공명법 (ESR: Electron Spin Resonance)

   물질과 방사선의 상호작용은 분자결합을 붕괴시키고 자유라디칼이나 이온을 생성한다. 구체적

으로 식품조사에 허용된 상한선 10 kGy는 1 Kg의 식품에서 5 × 10
-3
 mol 의 자유라디칼을 형성

한다. 전자는 보통 화학결합으로 짝 지워진 2개의 스핀상태를 갖고 있다. 

   자유라디칼이나 반자성에서는 짝없는 전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은 자기장 (magnetic field) 

하에서 자기모멘트 (magnetic moments)가 자기장에 수평이거나 반 수평으로 줄을 선다. 이들 두 

상태는 다른 에너지 상태로 존재하여 단파장 에너지의 흡수로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의 에너지

로 여기 된다. 이것이 전자스핀공명의 기초로서 시료를 전자선의 극점사이에 놓고 전자장을 변화

시키면서 전자기분광 9.0 GHz 에서 단파장 흡수를 조사한다. 짝이 없는 전자의 분자정보는 이 스

펙트럼의 위치와 형태로 유도된다. ESR spectroscopy는 서로 다른 에너지의 전자 상태들 사이의 

변화와 관계를 파악하는데 이용되며, 방사선 조사로 생성되는 라디칼 검출에 ESR을 이용하는 생

각은 오래되었다.

   뼈의 주성분은 수산화인회석과 콜라겐으로 상온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뼈의 ESR 분광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다. 뼈의 유기물과 관련이 있는 콜라겐은 단수명으로 3-6일 후에는 완전

히 사라지지만, 뼈의 결정 수산화인회석은 장수명으로 라디칼 CO2가 관계되어 조사지표로서 사용

되고 있다. 수산화인회석은 Ca5(OH)(PO4)3의 이상적인 화학구조식을 가지고 있지만 CO3
-2
이온에 

의해 몇몇 PO4
-2의 동형성치환이 흔히 발견된다. 인산칼슘의 결정 중에 있는 라디칼은 아주 안정

하여 이 뼈를 분석함으로써 육류, 생선의 조사유무를 알 수 있다(10). 또 조개껍질, 새우나 게의 

껍질, 생선비늘의 분석도 이들 식품에 대한 검지수단이다. 

   그러나, 야채나 고기와 같은 수분이 많은 식품에서 생긴 라디칼은 단기간에 소멸된다(11-14). 

ESR은 민감한 기술로서 조사의 초기산물인 소위 자유라디칼을 직접 찾는 일차적 기술이다. 따라

서 이론적으로 ESR은 자유라디칼을 안정화시킬 고체 모체만 있으면 모든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이들 라디칼의 정량화로 조사공정의 흡수선량을 측정할 수도 있다(15, 16). ESR 

spectroscopy를 이용한 검지는 적은 양의 시료로 검지 가능하며, 비 파괴측정 그리고 빠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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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점이 있어 공식적인 실험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나) 화학적 검지기술

   조사식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변화는 식품과 방사선의 작용으로 자유라디칼이 형성됨으로서 

일어난다. 식품은 수많은 성분의 복합체로서 각 성분이 서로 이온화 방사선을 흡수하려 하므로 어

떤 한 성분만의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조사에 특이적인 것은 많지 않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로 생긴 표지물은 그 식품의 조사 유무를 알 수 있는 기준이 된다. 식품내

의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당과 같은 양소 변화는 충분히 많은 양이지만 다른 처리공정 즉 냉

동이나 가열, 건조나 저장에서도 일어나므로 유용한 검사법이 되지 못하는 반면에 지방과 아미노

산의 전구물질을 분석하는 것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로 이용이 가능하다. 

   조사된 육류에서 생성되는 냄새의 원인물질은 지질에서 생긴 휘발성 물질로서 좋은 검지지표

가 될 수 있다. 지방산의 방사분해는 α C-C 결합의 붕괴로 carbonyl로 되며 계속해서 H+ 첨가

나 분리로 Cn-1 alkane이나 alkene, β C-C 결합의 붕괴로 Cn-2 alkyl-1-ene 이 만들어진다. 

   (다) 생물학적 검지기술

   식물과 동물의 세포조직은 이온화 조사로 향을 받는다. 방사선 조사로 몇 가지 변화 (셀룰로

스와 펙틴물질의 변화, 미토콘드리아 활성변화 등)가 현미경으로 발견되는데, 이를 조사식품 검지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① DEFT/APC (direct epifluorescent filter technique/aerobic plate count) 방법 

   방사선 조사식품의 미생물상 분포를 관찰함으로써 조사 유무를 추정할 수 있다. 식품에 남아있

는 미생물이 유별나게 낮으면 조사식품인지를 추측할 수 있다. 더욱 radiodurans와 moraxella같은 

방사선에 저항성이 강한 미생물은 조사 후 열에 매우 민감함으로 식품의 일부분을 약하게 가열 

(40-50℃)하여 비가열식품의 미생물상과 비교한다면 조사유무를 가리는데 도움이 된다(28). 

   미생물학적 방법 중 대표적인 것은 DEFT/APC (direct epifluorescent filter technique/aerobic 

plate count) 법이다. DEFT는 방사선 조사 전 식품에 있는 전체미생물을 조사 처리 직후에 측정

하는 것이며, APC는 조사 후 살아남은 생균수를 측정하는 것이다. 즉, DEFT계수는 식품에 오염

된 미생물전체를 세는 것이며 APC는 agar 평판에 군락을 형성할 수 있는 생균수 (군락형성단위, 

cfu)를 측정하는 것으로 두 계수의 지수 [log(DEFT/APC)]로 방사선 조사 유무를 판정한다. 

   DEFT계수가 APC계수를 훨씬 상회한다면 그 식품은 조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대개 5-10 

kGy의 선량을 식품에 조사하 을 때 APC와 DEFT사이의 미생물 차이는 3.5 log unit 이상이 되

기 때문에 DEFT계수가 APC계수보다 10
4
 CFU 이상이라면 이 식품은 조사된 것으로 판정된다. 

원래 우유의 미생물 측정용으로 개발되고 사용되었던 DEFT/APC 법은 조사식품의 1차 선별법으

로 이용되어 감염된 시료만 다른 검지법을 적용하여 방사선 조사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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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DNA Comet Assay에 의한 검지 기술 

   DNA는 방사선 조사에 민감하게 손상되므로 조사식품의 검지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DNA

에서 염기의 손상이나, 단일, 이중나선의 절단 그리고 염기간의 교차결합 등이 일어나므로 염기나 

당의 방사 분해물을 화학적으로 검출하거나 상대적인 분자량의 감소를 전기 동 등 물리적인 방

법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다(17-19). 

   미토콘드리아 DNA는 보통 16,000 개의 염기쌍을 가진 작은 DNA이며 세포성 DNA보다 안정

하므로 전기 동을 할 때 이것을 이용한다(20). 단세포의 소형 겔 전기 동(DNA 혜성분석)은 전

장에 노출된 agarose겔에서 DNA의 이동을 이용한 것으로 단순하고 빠른 검출 수단이다. 단세포

나 핵은 agarose에 흩어져 끼어들며 본래의 DNA는 전기 동으로 세포 밖으로 이동하지 않으나 

절단된 DNA는 겔 상에서 이동할 수 있어 세포를 따르는 것 같은 꼬리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comet 분석은 전기 동상에서 높은 pH를 적용시킨 것이다. 이 방법으로 

DNA 절단뿐만 아니라 알칼리화 부위도 검지 할 수 있다. 슬라이드상에서 DNA 손상이 증가할수

록 DNA가 핵으로부터 anode쪽으로 많이 이동하며 손상된 세포에서 comet (혜성의 모양)의 머리

부분과 꼬리부분이 밝은 형광색을 띠는데 꼬리부분의 형광강도와 길이는 절단된 나선의 수에 비

례한다. 

   손상되지 않은 세포는 꼬리가 없는 원형 그대로의 핵 모양을 유지하고 있다. Comet 분석의 장

점은 분석에 필요한 시료의 양이 적으며(10
4
 정도의 세포) 세포간 DNA 손상정도와 회복의 차이

점을 알 수 있고, 분석결과는 비교적 단시간 내에 확인할 수 있다(21, 22). 

   
60
Co-감마선이나 H2O2와 같은 작용원은 DNA 나선을 절단하는데, 방사선 조사로 손상된 DNA

는 염색과정을 통해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현미경으로 관찰되는 세포들을 400배 확대하여 사

진을 찍거나 현미경상에서 배율을 조정한다. 현미경상에서 최소 25개의 세포를 무작위 추출하여 

comet 의 꼬리길이와 핵의 직경을 다양한 방법으로 이미지 분석한다. 

   가장 간단한 기술은 손상정도에 근거하여 경험적으로 comet을 육안 검사하는 것이다. 이 평가 

방법은 이미지 분석의 정교성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는 성공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미지 분석

은 민감도를 상당히 개선하여 검지에 있어서 모호한 요인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다. 

   DNA 손상이 적고,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낮은 선량이 사용된 경우, 꼬리 길이와 선량간에 

접한 관계가 있다. Singh 등(23)은comet의 꼬리 길이가 세포의 파괴 정도를 반 한다고 발표하

다. Comet법으로 분석된 손상되지 않은 세포의 경우, 밝은 형광색이 anode쪽으로 향한 꼬리부분

에서 낮게 나타나나, DNA손상으로 절단된 세포의 경우는 anode쪽으로 이동한 꼬리부분에서 형광

색이 많이 관찰된다. 



- 15 -

  (2) 국내 수행 주요 검지기술 현황

   (가) Thermoluminescence (TL) 과 PSL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method에 의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논문제목 학술지명 시료  
조사선량

(kGy)

Thermoluminescence(TL)를 이용한 

농산물의 조사유무 확인

한국식품과학회지

32(3), 525-530 

(2000) 

당근, 생강, 감자, 

고구마

0.05, 0.1, 0.2, 

0.3, 0.5

The Application of a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PSL) 

Method for the Detection of Irradiated 

Foodstuffs

J. Food Sci. Nutr.

5(3), 136-141 

(2000)

unclean and clean 

wheat rice white 

wheat, durug dark 

northern spring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1.0, 5.0, 10.0

The Use of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and Thermoluminescence 

(TL) for the Detection of Irradiated 

Perilla and Sesame Seeds

J. Food Sci. Nutr. 

5(3), 142-147 

(2000)

perilla seeds 

sesame seeds

1.0, 5.0, 10.0

Thermoluminescence (TL) Detection for 

Irradiated Spices

Food Sci. 

Biotechnol.

9(2), 99-103 (200

0)

Black pepper, 

basil, oregano 

marjoram, sage, 

thyme

5.0, 10.0, 

15.0, 30.0

Detection of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Signals Emitted by Infrared 

Stimulation of Irradiated Spices during 

Storage under Two Conditions

J. Food Sci. Nutr.

6(3), 152-157 

(2001)

basil, marjoram, 

thyme 1.0, 5.0, 10.0

방사선 조사된 수입 참깨, 들깨의 광여기 

발광

한국식품과학회

33(2), 173-177 

(2001)

중국산 참깨와 

들깨, 수단산 참깨 1.0, 5.0, 10.0

Trial to Identify Corn Powder by 

Viscometric and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PSL) Method

J. Food Hygiene 

and Safety 16(1), 

82-87 (2001)

옥수수 가루

1.0, 2.0, 3.0, 

5.0, 7.0, 10.0, 

15.0

열발광, 전자스핀공명 및 DNA Comet 

분석에 의한 대두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 

특성

한국식품과학회지

34(1), 18-23 (200

2)

대두(국내산, 

중국산)

0.5, 1.0, 2.0, 

4.0

TL, ESR 및 DNA Comet 분석에 의한 

원산지별 땅콩의 방사선 조사 검지 특성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0(6), 

1076-1081  (2001)

땅콩(국내산, 

중국산)

0.5, 1.0, 2.0,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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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ESR (Electron Spin Resonance) method에 의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논문제목 학술지명 시료 
조사선량

(kGy)

닭고기, 돼지고기 및 쇠고기의 방사선 조사 

유무판별을 위한 ESR Spectroscopy의

활용

한국식품과학회지

31(3), 606-611 

(1999)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1.0, 3.0, 5.0, 

7.0

ESR Spectroscopy에 의한 감마선 조사된 

향신료의 확인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0(2), 

239-242 (2001)

고추분말, 마늘분말

(한국산), 백후추

분말, 흑후추분말

(인도네시아산)

1.0, 5.0, 10.0, 

20.0, 30.0

방사선 조사된 조개류의 확인을 위한 ESR 

Spectroscopy의 이용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0(1), 43-47 

(2001)

모시조개, 개조개,

맛조개, 바지락,

홍합, 냉동가리비

1.0, 3.0, 5.0, 

7.0

방사선 조사 어류의 ESR Spectroscopy를 

이용한 확인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29(3), 

425-429 (2000)

꽁치, 삼치, 고등어,

대구, 조기,

냉동명태

1.0, 3.0, 5.0, 

7.0

ESR Spectroscopy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계란의 확인

한국식품위생

안전성학회지

15(3), 248-251 

(2000)

계란
0.5, 1.0, 2.0, 

3.0, 5.0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Crabs by ESR 

Spectroscopy

한국식품위생

안전성학회지 

15(1), 1-4 (2000)

대게(crab)
1.0, 3.0, 5.0, 

7.0

ESR Signal in Different Cuts of

Irradiated Chicken, Pork and Beef

Journal of the

Korean 32(3),

254-260 (2000)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1.0, 3.0, 5.0, 

7.0

ESR Spectroscopy에 의한 전자선 조사

건조채소의 검지와 흡수선량 예측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28(4),

882-885 (1999)

건조청경채 2.5,  15 

**note:  시료는 전자선 조사 (electron-beam processing facility) 되었으며, 20개의 unknown 건

조청경채 시료의 실제 전자선 조사선량 (흡수선량) 을 시험 예측한 논문으로 흡수선량 예측 시

험을 실시하 음. 즉 시료의 ESR signal intensity를 측정하여 dose-effect curve를 작성하여 이

를 통해 unknown sample의 선량을 예측

Free radical의 측정을 통한 감마선 조사

건조과일의 검지

한국식품과학회지

33(4), 423-426 

(2001)

건조 파인애플 

(태국산), 

바나나 (필리핀산), 

피스타치오(미국산)

0.5, 1.0, 2.0, 

5.0

Free radical의 측정을 통한 감마선 조사된

가루와 찹쌀가루의 검지

한국식품과학회지

34(2), 170-173 

(2002)

가루, 찹쌀가루
0.1, 0.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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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된 참깨, 들깨의 조사선량과 저

장기간에 따른 free radical 농도의 변화

한국식품과학회지

34(3), 396-399

(2002)

참깨, 들깨(국내산), 

참깨(수단산)
1.0, 5.0, 10.0

감마선 조사된 건조채소류에서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Free Radical 농도의 변화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0(5),

854-857 (2001)

당근, 표고버섯,

파(건조된 시료)

1.0, 3.0, 5.0, 

7.0

ESR Spectroscopy에 감사선 조사된

한약재의 검지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1(4),

717-721 (2002)

칡, 당귀, 아가리쿠

스, 황기 (4종류 모

두 한약재료임) 

1.0, 5.0, 10.0

ESR Spectroscopy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효소분말의 검지와 흡수선량 예측

한국식품과학회지

31(5), 1159-1163

(1999)

미지의 효소분말

(n=20)
2.5 - 15.0 

   (다) 점도(Viscosity) 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논문제목 학술지명 시료
조사선량

(kGy)

Utilization of Brabender 

Visco-Amylograph to Detect Irradiated 

Starches (KAERI)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5(1), 20-24 

(2000)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1.0, 3.0, 5.0, 

7.010.0, 15.0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Potato, Sweet 

Potato, and Corn Starches with 

Viscometric Method (KAERI)

Food Sci. 

Biotechnol. 9(1), 

57-62 (2000)

옥수수전분, 

감자전분,

고구마전분

1.0, 2.0, 3.0, 

5.0, 7.0, 10.0, 

15.0

Detection for Irradiated Cereals by 

Maximum Viscosity in Amylograph 

(KAERI)

Food Sci. 

Biotechnol. 9(2), 

73-76 (2000)

polished barley

polished rice

brown rice

1.0, 3.0, 5.0, 

7.0, 10.0, 15.0

Comparison of Apparent and Maximum 

Viscosity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Irradiated Wheat (KAERI)

Food Sci. 

Biotechnol. 9(4), 

234-238 (2000)

가루

1.0, 2.0, 3.0, 

5.0, 7.0, 10.0, 

15.0

Detection of Irradiated Cereals by

Viscosity  Measurement (KAERI)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5(2), 93- 99 

(2000)

brown rice, 

Job's-tears 

polished barley 

and rice

1.0, 2.0, 3.0, 

5.0, 7.0, 10.0, 

15.0

Application of Viscometric Method for 

the Detection of Irradiated Black and 

White Pepper (KAERI)

J. Food Hygiene 

and Safety 15(2), 

114-121 (2000)

Black and white 

pepper

2.5, 5.0, 7.5, 

10.0, 15.0

국산 및 중국산 전분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를 위한 점도 측정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0(6), 

1082-1087 (2001)

감자전분, 

옥수수전분, 

고구마전분 

(국내산, 중국산)

2.5, 5.0, 7.5, 

10.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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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및 중국산 곡류(기장 및 수수)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를 위한 점도 측정

한국식품과학회지

33(6), 645-650 

(2001)

기장, 수수

(국내산과 중국산

2.5, 5.0, 7.5, 

10.0, 15.0

저장 기간 중 감마선 조사 옥수수 전분의 

검지를 위한 점도 측정법의 적용과 

품질특성

한국식품과학회지

35(2), 173-181 

(2003)

옥수수전분 

(국내산과 중국산)

2.5, 5.0, 7.5, 

10.0, 15.0

점도측정법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 

건조농산품의 검지 가능성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28(5), 

1082-1086 (1999)

전분함량이 높은 

건조채소류: 양파, 

파, 당근, 양배추, 

버섯, 마늘, 생강, 

백삼, 건고추, 

청경채

2.5, 5.0, 7.5, 

10.0, 15.0

방사선 조사된 검은 후추가루의 

Amylograph Characteristics의 변화에 

따른 검지 가능성

한국식품과학회지

33(2), 195-199 

(2001)

검은 후추가루 

(말레이지아산)

1.0, 2.5, 5.0, 

7.5, 10.0

   (라) 화학적 방법에 의한 (Hydrocarbone류 와 2-Alkylcyclobutanone류 측정) 

논문제목 학술지명 시료
조사선량

(kGy)

방사선 조사한 대두에서 검출되는 

Hydrocarbone류

한국식품과학회지

30(3), 517-522 

(1998)

황색대두, 

녹색대두

0.5, 1.0, 3.0, 

6.0

라면 건조스프 재료의 방사선 조사 검지를 

위한 Hydrocarbon류 검출

한국식품과학회지

30(5), 1018-1023 

(1998)

스프믹스 1.0, 5.0, 10.0

**참고: 라면스프믹스에 섞인 재료들은 소금, 설탕, 고춧가루, 참깨, monosodium 

glutamate(MSG), disodium-5′-inosinate(IMP) disodium-5′-guanylate(GMP), glucose, 

간장분말, 된장분말, 양파가루, 마늘가루, 후춧가루, 생강가루, 팜유 등이며 이 각각의 재료들은 

조사선량 10 kGy로 방사선 조사된 뒤, 정해진 비율대로 섞어서 라면스프를 제조하 으며, 

완성된 스프를 다시 3개 선량으로 조사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Quantitative Analysis of Radiation

-induced Hydrocarbons in Irradiated 

Chicken at Various Dose Levels

J. Food Sci. Nutr.

3(4), 339-343 

(1998)

닭고기
0.1, 0.5, 1.0, 

3.0, 5.0, 10.0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로부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Hydrocarbon류의 

정량적 비교 분석

한국식품과학회지

31(2), 301-307 

(1999)

쇠고기(등심), 

돼지고기(삼겹살), 

닭고기(날개부위)

0.1, 0.5, 1.0, 

3.0, 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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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와 닭고기로부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2-Alkycyclobutanone류 분석

한국식품과학회지

31(6), 1495-1502 

(1999)

쇠고기, 닭고기
0.1, 0.5, 1.0, 

3.0, 5.0, 10.0

국산 및 중국산 두류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hydrocarbon 류의 검출 특성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0(5),

770-776 (2001)

대두, 땅콩,

적두, 녹두

(국내산, 중국산)

0.5, 1.0, 2.0, 

4.0

방사선 조사된 잣으로부터 조사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한Hydrocarbon류와

2-Alkylcyclobutanone류의 분석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0(1), 37-42 

(2001)

국내산 잣
0.5, 1.0, 3.0, 

5.0, 10.0

  (마) DEFT/APC 방법과 발아법(Half-Embryo)에 의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논문제목 학술지명 시료
조사선량

(kGy)

Screening of Gamma Irradiated Spices in 

Korea by Using a Microbiological 

Method (DEFT/APC)

Food Control 

(in press, 2003)

whole black 

pepper(Malaysia)

powdered black 

pepper (Malaysia)

powdered white 

pepper (Malaysia)

marjoram (USA), 

thyme (USA)

1.0, 3.0, 5.0, 

7.0, 10.0

발아법을 이용한 과일류의 방사선 조사 

여부 확인

한국식품위생안전

성학회지 18(2), 

51-55 (2003)

오렌지(수입산), 

레몬(수입산)

사과(국내산)

0.1, 0.3, 0.5, 

0.7, 1.0

발아법을 이용한 과 보리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

(금강 )

보리(올보리)

0.1, 0.2, 0.3, 

0.4, 0.5

곡류의 감마선 조사 검지를 위한 

DEFT/APC 방법의 이용

한국식품과학회지

34(3), 380-384 

(2002)

쌀, 찹쌀, 보리, 
0.1, 0.3, 0.5, 

0.7, 1.0

방사선 조사된 콩류의 선별 검지를 위한 

발아특성 확인

한국식품과학회지

34(6), 1002-1006 

(2002)

대두, 강낭콩, 팥
0.1, 0.3, 0.5, 

0.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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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DNA Comet Assay 와 ELISA 방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논문제목 학술지명 시료
조사선량

(kGy)

DNA 'Comet Assay'를 이용한 곡류의 

방사선 조사 여부 확인

한국식품과학회지

31(4), 906-911 

(1999)

참깨, 들깨, 

보리(보리쌀), 

쌀(백미), 

(국산 )

0.1, 0.3, 0.5, 

0.7, 1.0

DNA Comet Assay를 이용한 과일의 

방사선조사 확인

한국식품과학회지

32(3), 531-537 

(2000)

포도, 자두(0.1, 0.5, 0.7, 1.0 kGy) 

딸기, 복숭아, 사과, 천도복숭아 

(1.0 kGy)

DNA Comet Assay를 이용한 방사선 조사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검지기술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29(6), 

1025-1029 (2000)

쇠고기, 돼지고기 

(국내산)

0.1, 0.3, 0.5, 

0.7, 1.0

DNA Comet Assay를 이용한 콩류의 

방사선 조사 확인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29(5), 

843-848 (2000)

대두, 강낭콩, 팥 

(국내산)

0.1, 0.3, 0.5, 

0.7, 1.0

효소면역 측정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계란의 검출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계란

0.5, 1.0, 2.0, 

3.0, 4.0, 5.0, 

7.0

감마선 조사 과일류에서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DNA Fragmentation의 

변화

한국식품 양과학

회지 31(4), 

594-598 (2002)

키위(뉴질랜드산)

오렌지(미국)

배(국내산)

0.1,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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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시험법을 Ⅰ. 물리적 방법, Ⅱ. 화학적 방법, Ⅲ. 생물학적 방법으로 대

별하고 Ⅰ. 물리적 방법은 1. 열발광측정법, 2. 광여기발광 측정법, 3. 자유기측정법을 Ⅱ. 화학

적 방법은 1. hydrocarbon 분석법, 2. 2-alkylcyclobutanones 분석법을, Ⅲ. 생물학적 방법은 

1. 미생물 검지방법, 2. DNA comet assay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하는 기본체계를 구성하

다. 

▶ 전분의 점도측정은 시료종류에 따른 편차가 심하고 방사선 조사여부를 실질적으로 판정할 수 

있는 유의성이 낮아 물리적 시험법에서 제외하 다. 

▶ 각 표준시험법은 일반적으로 1) 기기, 2) 시약 및 시액, 3) 실험방법 또는 기기조작, 4) 평가기

준의 세부항목이 포함되도록 하 으며 향후 가칭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 표준시험법”(안) 제

정과정에서 보다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도출된 방사선 조사식품 검

지 시험법(안)의 기본체계는 아래와 같다. 

 가.  물리적 측정 방법 

  (1) 열발광(thermoluminescence) 측정법

    ① 기기 

    ② 시약 및 시액 

    ③ 시험방법

    ④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2) 광여기(photoluminescence) 발광 측정법 

    ① 기기 

    ② 시약 및 시액 

    ③ 시험방법

    ④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3) 자유기(free-radical) 측정법

    ① 기기 

    ② 시약 및 시액 

    ③ 시험방법

    ④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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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학적 방법

  (1) Hydorcarbones 측정법

    ① 기기 

    ② 시약 및 시액 

    ③ 시험방법

    ④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2) 2-alkylcyclobutanones 측정법

    ① 기기 

    ② 시약 및 시액 

    ③ 시험방법

    ④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다. 생물학적 방법 

  (1) 미생물 검지방법 (DEFT/APC screening method)

    ① 기기 

    ② 시약 및 시액 

    ③ 시험방법

    ④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2) DNA 측정법 (Comet Assay)

    ① 기기 

    ② 시약 및 시액 

    ③ 시험방법

    ④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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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시험법(안) 작성 

1.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일반 시험법(안) 설정

▶ 위의 제 3 장, 제 1 절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시험법 구축에서 분석된 결과와 EU 규격 중 국

내 현실에 적합한 내용을 선별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일반 시험법(안)을 확정하 다.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일반 시험법(안)의 세부 내용은 첨부 1과 같다. 

▶ 작성된 본 자료는 향후 식품공전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시험법(안)으로 제출하여 소정의 심

의, 보완 절차를 거친 후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준시험법으로 활용 예정이다.

제 3 절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평가

1. 연구내용 및 방법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표준시험법(안)을 설정/시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검지법이 국내외

에서 연구 발표되었으나 각 국가별로 독특한 식품군의 경우 세계적으로 그 검지방법이 확보되

지 않은 경우도 많으며 산업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경우 자체 확인 및 시험이 필요하다.  

▶ 본 연구단계에서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에 대한 방사선 조사검지 표

준시험법 확립이 시행되었으며 이들 식품 중 특히 장류분말 및 향신료 중 고추는 우리나라의 

특이 식품이므로 검지시험법을 적용한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 라면 스프용 건조채소 또한 식품업계의 주요 수출입품으로 검지기술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있었으며 본 연구단계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특산물인 인삼에 대한 검지법 

적용도 실시하 다. 

▶ 검지 시험법은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병용한 다중 검지법을 적용하여 비교 평가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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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가. 채소의 ESR 검지

▶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각종 가공식품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건조채소 (양배추, 시금치, 당근, 쑥, 

참마)를 대상으로 ESR spectroscopy를 이용한 검지를 실시한 것이다. 대상 검체 모두에서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크기가 증가하 으며 상관계수 또한 R
2
 값이 0.9698-0.9915

로 높아 정량적인 측정도 가능하 다. 한편, ESR 신호는 쑥은 9주 이상, 당근, 참마, 시금치는 

6-9주간, 양배추는 4주간 보존 이내에서 측정이 가능한 문제가 지적되었다.

▶ 신선 파, 양파, 마늘의 TL 및 DEFT/APC 분석에서 생물학적 검지방법인 DEFT/APC 분석은 

유의적인 검지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리적 검지방법인 TL법은 유의적인 검지특성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발아억제, 위생화 등을 목적으로 한 신선채소의 저선량 방사선 조사에서는 

TL법의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고추의 물리적, 화학적 검지특성 비교 

▶ 건고추의 방사선 조사 여부 판별법을 연구하고자 부위별(분말, 과피, 씨, 줄기) 전자스핀공명

(ESR)을 분석한 결과, 조사시료에서는 비조사 시료에서 볼 수 없었던 cellulose radical에 의해 

생성되는 한 쌍의 peak가 6 mT의 간격을 두고 signal을 보여주었다(g=2.024, 2.006, 1.987). 

ESR signal은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크기가 비례적으로 증가하 다. ESR signal은 실온 저

장 12주 후에도 측정이 가능하 다(Fig. 1). 

▶ GC-MS에 의해 고춧가루 지방질로부터 hydrocarbon류를 검출한 결과, 조사 시료에서는 비조

사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은 1-tetrade cene(14:1), 1,7,10-hexadecatriene(16:3), 1.7-hexadeca 

-diene(16:2), 1-hexadecene(16:1), 6.9-heptadecadiene(17:2), 8-heptadecen e(17:1) 등의 

hydrocarbon류가 검출되었고 저장 8개월까지도 검출이 가능하여 방사선 조사 marker로써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다(Fig. 2,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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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ESR spectra of gamma-irradiated dried red pepper at different doses.

            (A: powder, B: pericarp, C: seed, D: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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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min)

Fig. 2. GC/MS chromatogram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gamma-irradiated

            red pepper (A: Control,  B: 5 kGy,  C: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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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ydrocarbons isolated from gamma-irradiated red pepper

                                                   (unit: ㎍/g fat, dry basis)

 Hydrocarbon  
Storage period

(month)

Irradiation dose (kGy)

0 2.5 5 7.5 10 

14 : 1
0 - 1.84

1)
3.04 5.02 5.12

8 - 0.87 1.03 1.78 1.96

15 : 0 
0 9.94 13.72 16.57 17.95 20.27

8 6.79 8.70 9.89 13.42 13.74

16 : 3
0 - 6.39 9.94 17.86 20.27

8 - 3.90 6.25 10.07 10.78

16 : 2
0 - 2.63 3.40 6.01 6.91

8 - 2.07 3.13 3.90 4.81

16 : 1
0 - 1.03 1.32 1.41 1.48

8 - 0.77 0.93 1.02 1.05

16 : 0
0 11.63 12.77 14.83 15.58 16.63

8 3.85 7.47 8.35 8.55 10.50

17 : 2
0 - 3.12 6.81 14.29 17.42

8 - 1.94 3.79 8.53 12.03

17 : 1
0 - 1.50 2.65 4.78 6.23

8 - 1.13 2.05 2.76 5.39

17 : 0
0 14.82 18.34 21.39 22.18 22.32

8 5.11 8.49 11.78 13.04 13.56

 1)Mea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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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분말 장류의 물리적 검지 시험

▶ 분말 장류의 PSL 분석에서 분말된장, 분말간장, 분말고추장은 비조사 시료와 감마선 조사시료

의 구분이 가능하 으며 분말청국장은 5 kGy 이상에서 판별이 가능하 다(Table 2). ESR의 

경우 분말된장, 분말간장, 분말고추장은 symmetrical multiple line이 관찰되었으며 청국장은 

paramagnetic center에서 single signal이 나타났다(Fig. 3-6). 한편, ESR은 10 kGy 조사선량 

범위 내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Table 3). 

Table 2. PSL data of gamma-irradiated soybean sauce powders

 (unit: photon counts)

Items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된장 374.6±35.8 499370.7±36469 188602.4±93271 698726.8±10707 919420.5±73783

간장 492.0±91 214154.5±10393 404361.1±39120 534842.7±4351 715716.8±119805.2

고추장 297.2±134 172510.9±4323 364798.6±18168 412803.1±21509 529056.2±30052.8

청국장 330.1±16     3044.8±987    3564.8±1275   15380.6±8354   15827.1±9280.1

Table 3. ESR data of gamma-irradiated soy bean sauce powders

 (unit: peak height)

Items
Irradiation dose (kGy)

0 1 3 5 10

된장 105.0±2. 709.0±30. 1599.0±57. 2022.0±64. 3151.7±189.74

간장 1402.67±71.07 2119.33±348.72 3050.67±250.33 3304.67±101.86 3744.0±71.25

고추장 288.5±59.10 1143.5±109.60 1280.5±183.14 1579.5±139.30 1705.5±70.0

청국장 1637.5±41.72 2670.5±20.51 3043.0±295.57 3149.0±210.72 3388.0±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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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SR spectra of the powdery deonjang (PD) at the various irradiation doses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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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SR spectra of the powdery kanjang (PK) at the various irradiation doses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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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SR spectra of the powdery kochujang (PKC) at the various irradiation doses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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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SR spectra of the powdery chungkukjang at the various irradiation doses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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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당해연도 목표 품목의 검지기술 설정

1.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 건조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본 연구보고서의 제 3 장, 제 2 절의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일반 시험법 (안)에서 Ⅰ. 물리적 검지방법, 1. TL 법 및 3. ESR 측정

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2.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본 연구보고서의 제 3 장, 

제 2 절의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일반 시험법 (안)에서 Ⅰ. 물리적 검지방법, 3. ESR 측정법

과 Ⅱ. 화학적 검지방법, 1, Hydrocarbon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3.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본 연구보고서의 제 3 장, 제 2 절

의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일반 시험법 (안)에서 Ⅰ. 물리적 검지방법, 2. PSL 측정법 및 3. 

ESR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4.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본 연구보고서의 제 3 장, 제 2 절의 방

사선 조사식품 검지 일반 시험법 (안)에서 Ⅰ. 물리적 검지방법, 2. PSL 측정법 및 3. ESR 측

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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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본 연구수행과정을 통하여 당초 목표하 던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시험법 구축을 100% 이

상 달성하 다. 

▶ 특히, 당초 계획의 일부 식품에 대한 시험법 개발을 총괄적인 조사식품의 검지체계 구축 및 

표준시험법 확립으로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시험법을 식품공

전 규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대외적인 기여도가 크게 기대된다.

▶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추진 중인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 검지시험법 등록과 

관련하여 국제기준에 맞는 공전수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국

내 표준 검사법의 확립을 위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

통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식품군인 분말 장류의 방사선 조사 검지 특성을 확보하여 본 제품의 국

제교역에서 품질평가 지표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 다.

▶ 세부 연구내용별 진도 및 달성률

세부연구내용

      연구개발기간 (8개월)
진도율

(%) 
4 5 6 7 8 9 10 11

 - 관련 자료 수집 및 평가 ▶ ▶ ▶ ▶ ▶ 100%

 - 방사선 조사 식품 검지체계 확립 ▶ ▶ ▶ ▶ 100%

 - 검지 방법별 표준시험법 확립 ▶ ▶ ▶ ▶ ▶ 100%

 - 분말장류 제품의 검지시험법 확립 ▶ ▶ ▶ ▶ 100%

 - 대상식품(군)의 검지시험법 확립 ▶ ▶ ▶ 100%

 - 보고서 작성 ▶ ▶ 100%

총진도율(%)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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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성과 및 계획

 가. 계량적 성과

전문학술지(편수) 학회발표(초록) 특 허(건수)

상품화

기타

(CD-ROM, 
저서, 워크샾 
개최 등)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국 외 국 내

게재 투고중 게재 투고중 출원중 출원등록 출원중 출원등록

1 4 3 3

  나. 성과내용 기술

구분 논문제목 발표학술지/장소 비고

국외

게재

Analysis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and 2-alkylcyclbutanones from dried shrimp

Journal of Food Protection

Vol. 67, No. 1, pp 142-147
SCI

국내

게재
감마선조사 건조채소의 ESR 검지

한국식품과학회지 36권 2호

pp. 345-348

국내

게재

Irradiated foods detection by thermo- 

luminescence (TL) and DEFT/APC 

analysi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 13, No. 2, pp 151-155
SCIE

국내

게재

Identification of irradiation treatment of 

Korean susam by using TL analysi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 13, No. 5, pp 636-639
SCIE

국내

게재

An application of PSL and ESR analysis 

for the irradiated spicy vegetable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Vol. 13, No. 5, pp 646-650 
SCIE

국내

투고중

전자스핀공명 및 Hydrocarbon 분석에 의한 

방사선처리 건고추의 저장 중 검지특성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Accepted

국내

투고중

Building a Data-Base for the Preparation 

of A Regulation of Irradiated Foods - 

Korean Traditional Soybean-Based 

Fermented Powdery Sauce

Journal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Accepted

국내

투고중

Identification of gamma radiation of 

imported spices

Journal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Accepted

국내

학회
방사선 조사 인삼의 검지 및 물리적 특성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2004. 6. 23 (강원도 용평리조트)

국내

학회

Photostimulated luminescence(PSL)와 ESR 

spectroscopy 방법에 의한 방사선조사 유무 

검지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2004. 6. 23 (강원도 용평리조트)

국내

학회

Identification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Korean Traditional Soybean Sauces by 

Electron Spin Resonance an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Analysis

한국식품 양과학회 학술대회

2004. 11. 18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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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활용계획

▶ 본 연구과제 수행을 통하여 확립된 조사식품의 검지체계 및 표준시험법 기초(안)은 향후 방

사선 조사식품의 검지시험법의 식품공전 표준시험법 제정(안)으로 활용한다.

▶ 또한, 국제 기준(Codex)에 맞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체계 구축을 위한 자료 제공 

및 국내 표준 검사법 확립에 활용할 수 있다.   

▶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통 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으로 대 국민 신뢰성 제고 

▶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식품군인 분말장류의 방사선조사 시험결과는 본 제품의 국제교역에서 방

사선 조사여부의 판정 및 품질보증 기술로 활용한다.

▶ 건조채소 및 향신료 등의 검지연구 결과는 해당 제품의 수출입을 실시하는 국내 산업체의 품

질관리 기술로 직접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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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기타 중요변경사항

▶ 본 과제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지기술의 개발 및 확립에 관한 것으로, 세

부적으로는, 식품공전 제 3, 6, 7)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품

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

용 전분에 대한 방사선 조사검지 표준시험법 확립을 목표로 수행하고자 하 다.  

▶ 연구 착수 이후 각각의 품목에 대한 검지시험법과 분석방법별, 식품 특성별 특성에 맞는 표

준 검지 시스템을 확립하고, 국제 환경변화(Codex 방사선 조사식품 처리규정)에 대응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결과 도출을 위해 적정 검지시험법을 지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

로 판단되어 연구내용을 확대 조정하 다. 

▶ 또한, 표준 검지시험법의 확립을 위하여 본 연구팀에서 수행한 기존 연구결과들과 유럽규격 

(European Standard) 등 국제적인 규격 및 국외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품목별, 방법별로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시행에 적합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연구방법으

로 수행하 다. 

▶ 이러한 변경을 통하여 당초의 연구목표보다 훨씬 생산적이며 직접 활용이 가능한 연구결과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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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일반 시험법(안)

I. 물리적 방법에 의한 검지 기술법 

1. 열발광 (thermoluminescence) 측정법

   식품 표면의 광물질은 방사선 조사로 발생하는 에너지를 포획하고 있으며, 일정한 속도로 가열

하면 이 에너지가 방출되면서 나타나는 특유의 불꽃 곡선으로 방사선 조사 유무를 측정한다. 

 1) 장치 

   TLD 분석기 (thermoluminescence detector)를 사용한다.

 2) 시약 및 시액

   ① Sodium polytungstate액 (2.0 g/ml) 또는 Sodium metatungstate액(2.8 g/ml)

   ② 1 M 염산 (HCl) 

   ③ 1 M 수산화나트륨 (NH4OH) 

   ④ 실리콘액 (silicon solution)

   ⑤ 아세톤 

 3) 시험조작 

 (1) 검체 채취

   시험 검체는 식품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물질 (silicate minerals) 

 (2) 광물질 채취

  ① 검체 (곡류, 채소류, 과실류, 견과류, 종실류 및 향신료) 10 ~ 50 g (광물질이 적은 검체는 50 

g 이상이 필요함) 을 150 ~ 200 ml 의 증류수에 넣고 표면에 붙은 광물질이 분리되도록 30

분 정도 방치한 뒤 5 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250 ㎛ 또는 125 ㎛ 의 여과포로 여과하고, 여

과된 증류수를 5분 동안 방치하여 광물질을 침전시킨다. 침전된 잔사와 함께 최소량의 증류

수를 50 ml 테스트 튜브에 옮겨 실온에서 5분 동안 방치하거나, 1분 동안 원심분리 (1000 g)

하여 광물질을 침전시킨다. 증류수를 제거하여 광물질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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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체 (생선 및 새우의 내장)의 외피를 잘라낸 뒤 소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10-20 분간 방치

한 뒤 1분 정도 원심분리 (1000 g)하여 광물질을 침전시킨다. 증류수를 제거하고 광물질만 

남긴다.

 (3) 순수 광물질 분리 

   테스트 튜브에 남은 광물질에 5 ml 의sodium polytungstate 액체 (또는 sodium 

metatungstate)를 넣어 균질화 한다. 3 ~ 5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방치하면, 광물질은 가라

앉고, 유기물이 부유하는 sodium polytungstate 액체층과 증류수층으로 분리된다. 광물질만 남

기고 모두 제거한다. 분리된 광물질을 증류수로 1 ~ 2 회 씻어낸다. 1 ~ 2 ml 염산을 첨가하여 

암소에서 10 분간 방치한다. 1 ~ 2 ml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암소에서 10 분간 방치한다. 

증류수로 2 ~ 3 회 씻어낸다. 3 ml 아세톤으로 2 ~ 3 회 씻어내고 건조시킨다. 

 4) TL 측정 

  (1) 광물질을 TL 디스크에 고정

   스테인리스 스틸 TL 디스크 또는 TLD 기기에 맞는 크기의 용기 (지름 9 ~ 10 mm,두께 0.25 

~ 0.5 mm)를 증류수로 세척한 후, 다시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 시킨다. 1.0 ~ 5.0 mg의 광

물질을 디스크에 올리고 실리콘액을 한 방울 떨어뜨려 고정시킨다. 

  (2)  TL 측정 조건

   ① 초기온도: 50°C

   ② 온도상승: 5°C/sec

   ③ 최대온도: 350 ~ 400°C

   ④ 최고 온도에서의 가열시간: 10 초 

  (3)  방사선 조사 평가 

   ① 제1 불꽃 곡선 측정

   광물질이 고정된 TL 디스크를 TLD 기기에 넣고 위의 측정 조건에서 측정하여 제1 불꽃 곡선

을 얻는다. 

   ② 표준화를 위한 제2차 방사선 조사

   제 1 차 불꽃곡선 측정에 사용된 광물질이 부착된 디스크를 Co-60 감마선 1.0 kGy로 재조사 

하 다. 

   ③ 제2 불꽃 곡선 측정

   재조사 된 디스크를 TLD 기기에 넣고 똑 같은 기기 조건에서 측정하여 제 2 불꽃 곡선을 얻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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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사선 조사 유무 평가

   방사선 조사 검체의 제 1 차 불꽃곡선은 150 ~ 250°C 부근에서 최대 TL intensity 를 보이는 

특유의 곡선으로 나타난다. 방사선 조사 검체의 1 차 불꽃 곡선의 최대 intensity 가 나타나는 

역이 비조사 검체의 역 보다 크게 나타난다. 표준화 결과, 제 1차 와 2차 불꽃 곡선의 

역의 비(1차 곡선/2 차 곡선)가 0.5 이상이면 조사 검체로 0.1 이하면 비조사 검체로 분류된다. 

2. 광여기 발광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측정법

   식품의 광물질이나 무기질은 방사선 조사로 인한 에너지를 식품구조 내에 포획하고 있으며, 광

학적 자극에 의해 방출되면서 검지 가능한 발광 신호를 보내어 방사선 조사유무를 판단한다. 

 1) 장치 

   SURRC PS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system을 이용한다.

 2) 시험 조작 

  (1) 검체 준비 

   검체 (허브 및 향신료, 갑각류, 새우 내장)를 1회용 페트리디시 (지름 50 mm)의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트리디시 뚜껑을 덮는다. 모든 준비 조

작은 가능한 빛이 차단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2)  PSL 측정 

   검체가 담긴 페트리디시를 PSL 기기에 넣고 60 초 (또는 120 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수를 

threshold 값 (T1=700 counts/60s, T2=5000 counts/60s)과 비교하여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단

한다. 

  (3)  방사선 조사 유무 평가

   검체의 광자수가 700 이하로 나타나면 방사선조사가 되지 않은 것으로, 5000 이상으로 나타나

면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광자수가 700 과 5000 사이로 나타나면 다른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 유무를 결정한다. 광여기 발광 측정법은 신속하게 방사선 조사 식품을 screening 하는 것

으로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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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기 (free radical) 측정법 (ESR 측정법)

   방사선조사로 식품 내에 발생한 자유기 (free radical)를 탐지하는 방법이다. 

 1) 장치

   X-B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ometer를 이용한다. 

   ESR 석  tube (지름 4.0 mm)

 2) 시험 조작 

  (1) 검체 준비 

   ① 검체 (향신료) 100-200 g을 ESR tube 에 일정한 높이 (1.5-2.0 cm)로 넣는다. 

   ② 검체 (견과류 및 핵이 있는 과일)의 핵 과 견과류 껍질을 건조하여 (40°C) 가루로 만들어서 

ESR tube에 넣는다. 

   ③ 검체 (딸기)는 딸기 과육에 붙은 씨가 손상되지 않도록 딸기(80 g)를 갈은 후, 증류수 500 

ml을 첨가하여 과육과 함께 잘 섞는다. 씨가 바닥에 가라앉을 때까지 정치시킨 후, 상층에 

떠 있는 과육과 물을 제거한다. 과육의 완전한 제거를 위해 이 과정을 반복한다. 딸기 씨를 

냉동건조 시키거나, 40°C 건조오븐에서 습기를 제거한다. ESR tube에 일정한 높이로 넣는

다. 

   ④ 검체 (쇠고기, 돼지고기 및 생선류)의 육질부를 잘 제거하여 뼈를 추출한다. 추출된 뼈를 냉

동건조 (18 시간) 하거나, 40°C 오븐에서 건조(3 시간)시켜 수분을 제거한다. ESR tube의 

형태에 맞도록 자르거나 (두께 3.0  3.5 mm, 길이 15  20 mm), 작은 조각 (1.0  3.0 mm 지

름)으로 잘라 ESR tube에 일정한 높이로 넣는다. 

   ⑤ 검체 (과일)를 100  200 mg의 작은 조각으로 (1.0-3.0 mm 지름) 자른 뒤, 수분 제거를 위

해 냉동 건조 시키거나, 감압 조건의 40°C 오븐에서 건조시킨다. 검체를 ESR tube에 일정

한 높이로 넣는다. 

   ⑥ 모든 검체의 건조 시 온도가 높으면 ESR 신호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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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SR 측정 기기 조건

   ESR tube에 담겨진 검체는 종류별로 다음의 기기 조건에서 측정한다.

ESR 조건
검 체

섬유소 뼈 당

Microwave frequency 9.78 GHz
(1)

9.5 GHz 9.78 GHz

Power 0.4 to 0.8 mW 5.0 to 12.5 mW 5.0 mW

Magnetic field

  Center field 348 mT 342 mT 348 mT

  Sweep width 20 mT 5 to 20 mT 10 to 20 mT

Signal channel

  Modulation frequency 50 or 100 KHz 50 or 100 KHz 50 or 100 KHz

  Modulation amplitude 0.4 to 1.0 mT 0.2 to 0.4 mT 0.15 to 0.4 mT

  Time constant 100 to 200 ms 50 to 200 ms 100 to 200 ms

  Sweep rate 5 to 10 mT/min 2.5 to 10 mT/min 5 to 10 mT/min

Gain between 10
4
 and 10

6
10
5
 and 10

6
10
4
 and 10

6
 

Temperature ambient temperature

(1)
microwave frequency 가 높아지면, magnetic field 의 강도도 높게 조절해야 한다.

 4) 방사선 조사 유무 평가

  (1) 섬유소(cellulose) 함유식품 

   모든 검체 (조사 및 비조사검체)의 ESR 스펙트럼에서 g = 2.006 인 좌우 대칭형의 단일신호곡

선 (symmetric single signal)이 나타난다. 방사선 조사 유무 평가는 조사 검체의 ESR 신호 크

기가 비조사 검체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나 조사와 비조사 검체를 구분한다. 방사선으로 형성

된 신호곡선의 좌우 대칭의 간격은 약 6.0 mT 정도이다(Fig. 1).

  (2)  뼈(bone) 함유식품 

   ESR 스펙트럼에 g 값이 일반적으로 각각 g = 2.002 와 g = 1.998 인 좌우 비대칭형의 신호곡

선이 (asymmetric signals) 나타나며, 방사선 조사 검체의 ESR 신호 크기가 비조사 검체에 비

해 매우 크게 나타난다(Fig. 2). 

  (3)  당(crystalline sugar) 함유식품 

   ESR 스펙트럼에 다중신호곡선이 (multicomponent signals) 나타나며, 각 신호의 g 값의 범위

는2.003 ~ 2.004 이로서, 식품내의 단당류 및 이당류가 다중신호곡선을 나타나게 하는 원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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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방사선 조사 유무 평가는 조사 검체의 ESR 신호 특이가 비조사 검체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다(Figure 3). 

Fig. 1. ESR spectrum of seeds from strawberries irradiated with 3.5 kGy.

                 Irradiation specific line pair of the cellulose radical, 

                 spacing 6.05 mT ± 0.05 mT 

Fig. 2. ESR spectrum of a chicken thigh irradiated with 1.0 kGy

Fig. 3. ESR spectrum of a mango irradiated with 3.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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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화학적 방법에 의한 검지 기술법 

1. 지질 중 hydrocarbon 분석법

   지방을 함유한 식품을 방사선 조사했을 때 생성되는 hydrocarbon을 gas chromatography (GC)

를 이용하여 검지 하는 분석법이다. 

 1) 장치

   ① Gas chromatography (GC):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또는 mass spectrum (MS)

      silica capillarly column (내경 30m × 0.32mm)이 부착된 Supelcowax 10

   ② 지방 용매 추출을 위한 균질기 또는 분쇄기

   ③ Soxhlet 지방 추출 장치 

   ④ 지방 추출용 thimbles

   ⑤ 로터리 증류기(rotary evaporator)

 2) 시약 및 시액

   ① 지방추출용매: pentane/isopropanol (3:2 v/v)

   ② 1-tridecene

   ③ 무수황산 (Na2SO4) 

   ④ silica gel (100-200 mesh)

   ⑤ 비활성화 florisil (60-100 mesh) 

   ⑥ 질소가스

   ⑦ 수소, 질소 또는 헬륨 (helium) - carrier gas

   ⑧ 내부 표준액 (internal standard): n-Eicosane solution (1 ㎍/㎖ n-hexane) 1 ㎍ 또는 4 ㎍l

을 1 ml 의 n-pentane, n-hexane 또는 isooctane에 녹인 것

 3) 시험조작

  (1) 검체준비

  ▣ 지방이 많은 식품 

   ① 열처리 추출 

   검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잘라서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 된 

검체 10-50 g을 100 ml 유리재질의 원심분리기용 튜브에 담고 50°C의 수조에서 가열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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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소량의 물 (2-5 ml)을 첨가하면 물과 기름이 쉽게 분리된다. 지방이 완전히 액체화 될 때까

지 유리막대로 잘 저어준다. 물과 기름을 분리하기 위하여 원심분리 (900 g, 10 분)하고, 윗부

분의 기름 층을 추출하는데 이때 물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만약에 추출한 기름이 적

을 때는, 검체를 유리막대로 휘저은 다음 위에 설명한 순서대로 다시 지방을 추출한다. 

   ② n-Pentane/2-propanol 추출 

   검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균질화 시킨다. 균질화 된 검체 

50-100 g에 n-pentane/2-propanol (3:2 v/v)을 150 ml잘 섞은 뒤, 원심분리 (900 g, 10분) 한

다. 윗부분의 기름 층을 조심스럽게 추출하고, 기름이 너무 소량일 때는 잔존하는 검체에 다시 

n-pentane/2-propanol (50 ml)를 넣어서 검체에 남아있는 지방을 다시 추출하여 처음의 것과 

같이 섞는다. 로터리 증류기로 유기용매를 제거하고 질소가스를 사용하여 잔존유기용매를 휘발

시킨다. 

   ③ Soxhlet 장치 추출

   검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균질화 시킨다. 무수황산 10 g 을 

추출용 thimble에 넣은 후, 균질화 된 검체 20 g을 넣고, 다시 무수황산 10 g 을 더 첨가하여 

잘 혼합한다 (만약 검체에 물이 많을 때는 무수황산을 더 첨가하여 물이 전부 흡수되도록 한

다).  Soxhlet 추출기에서 6-8 시간 환류 시켜 지방이 추출되도록 한다. 

   ④ 환류 증류기 (refluxing evaporator) 추출

   검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균질화 시킨 후, 균질화된 검체 

20 g에 무수황산 20 g 을 첨가한다. 혼합물을 250 ml 플라스크에 옮기고 n-hexane 100 ml 를 

부어 1 시간 동안 환류 시킨다. 무수황산 5 g을 넣고 잘 섞은 다음 여과시키고, 플라스크와 무

수황산을 n-hexane 25 ml을 넣어 세척한 후 여과액을 함께 섞는다. 로터리 증류기를 이용하여 

n-hexane을 증발시킨 후, 다시 n-hexane을 첨가하면서 적정량 (50 또는 100 ml) 으로 희석한 

후 무수황산 5-10 g 을 첨가한 뒤 잘 섞어서 실온에 정치한다. 

  ▣ 지방이 적은 식품

   검체 (아보카도, 파파야, 망고 등)의 육질부를 균질화 하고, 균질화된 검체 40 g에 무수황산 60 

g을 섞어 잘 혼합한 뒤 n-hexane (100 ml) 을 첨가하여 균질기에서 2분간 잘 섞는다. 검체와 

hexane 혼합물을 원심분리 (900 g, 5 분) 한다. 추출물을 원형 플라스크에 옮겨 담고, 남은 검

체에 다시 n-hexane (50 ml)을 첨가하여 남아있는 지방을 추출한다. 액체지방을 폐 가능한 

용기에 담고 질소가스를 조심스럽게 공급하면서 무게가 일정해질 때까지 농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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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GC/MS 측정

  (1) 휘발성 hydrocarbon 분리

   비활성화 시킨 florisil 20-25 g을 크로마토그라피 컬럼에 충진시키고, 재 증류한 n-hexane 을 

3 mL/min의 유속으로 conditioning 한다. 추출한 지방 1 g에 정량분석을 위한 내부표준으로 1 

ml의 eicosane (4 ㎍/㎖ n-hexane)을 첨가하여 florisil 칼럼에 가한다. Hydrocarbon은 3 

ml/min의 유속에서 60 ml의 n-hexane 용리 용매로 분류한다. 이 용리 용매는 로터리 증류계

를 이용하여 3 ml까지 증류 농축하고, 다시 0.5-1.0 ml 까지 질소가스로 농축한다. 증류계는 유

리섬유로 채워져 냉수 응축기에 연결된 긴 목이 있는 증류 플라스크로 되어 있다. 

  (2)  GC/MS 조건

   ① 이온화 voltage: 70 eV

   ② 이온 source와 injector의 온도: 각각 250°C

   ③ 캐리어 가스: 헬륨가스 

   ④ 유속: 1.0 ml/min

   ⑤ 분석할 분자량 범위: 30-350

   ⑥ 온도 상승: 60°C 에서 25°C/min 속도로 170°C 까지, 2°C/min 속도로 205°C 까지, 10°C/min 

속도로 270°C 까지 실시한다.

  (3)  GC/MS 분석 

   ① Hydrocarbon류 분석을 위해서는 시료 1 ㎕를 주입하고 split ratio는 1:20으로 하여 처음 2

분 동안 splitless 시켰다. Hydrocarbon류는 total ionization chromatogram (TIC)에 분리된 

각 peak와 표준물질 (1-tetradecene(C14:1), pentadecane(C15:0), 1-hexadecene(C16:3), 

heptadecane(C17:0), 8-heptadecene(C17:1), 6,9-heptadecadiene(C17:2) 의 retention time 및 

mass spectrum을 비교하여 확인한다. 

   ②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hydrocarbon류의 생성량을 정량한다. 3개의 중요한 hydrocarbon 인 

1-tetradecene, 1,7-hexadecadiene, 8-heptadecene의 양은 다음의 계산할 수 있다. 

              ∴ WHC = [(AHC × W20:0)/A20:0] × F

          - WHC (㎍/g fat) = 지방 1 g 당 hydrocarbon 함량 (㎍)

          - AHC = 검체의 hydrocarbon peak 면적

          - A20:0 = 검체에 있는 내부표준 물질의 peak 면적

          - W20:0 = 지방 1 g 당 내부표준 물질의 양 (㎍)

          - F = 내부표준 물질과 관련하여 각 hydrocarbon의 반응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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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방사선 조사 유무

   지방을 방사선 조사시키면 2가지 형태의 hydrocarbon류가 생성되는데, 이는 Cn-1 hydrocarbon

류와 Cn-2 hydrocarbon류로서 각각 carbonyl group의 α 탄소와 β 탄소위치에서 결합이 끊

어져 원래의 지방산보다 탄소수가 1개 적거나, 2개 적으면서 첫 번째 탄소위치에 새로운 이중

결합을 가진 화합물이 생성된다. 이런 지방 분해 원리에 의해 palmitic acid 로부터 

pentadecane (C15:0)과 1-tetradecene (C14:1), stearic acid로부터 heptadecane (C17:0)과 

1-hexadecene (C16:1), oleic acid로부터 8-heptadecene (C17:1)과 1,7-hexadecadiene (C16:2), 

linoleic acid로부터 6,9-heptadecadiene (C17:2)과 1,7,10-hexadecatriene (C16:3)등이 생성된다. 

2. 지질 중 2-alkylcyclobutanones 분석법

   지방을 함유한 식품을 방사선 조사했을 때 생성되는 2-alkylcyclobutanones를 gas 

chromatography (GC)를 이용하여 검지하는 분석법이다.  

 1) 장치 

   ① Gas chromatograph/Mass spectrum (GC/MS)

      Silica capillary column (내경 30 m × 0.32 mm)

   ② 지방용해 추출을 위한 균질기나 분쇄기

   ③ Soxhlet 지방 추출 장치

   ④ 지방 추출용 thimbles

   ⑤ 로터리 증류기 (rotary evaporator)

 2) 시약 및 시액 

   ① 지방추출용액: n-Hexane 

   ② 무수황산(Na2SO4) 

   ③ diethyl ether

   ④ stock standard solutions

   ⑤ working standard solutions

   ⑥ 비활성화 florisil (60-100 mesh)

   ⑦ 질소

   ⑧ 헬륨(helium) - carrier gas

   ⑨ 내부표준물질: 2-cyclohexylcyclohexanone (1 ㎍/㎖ n-he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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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조작

  (1) 검체준비

   검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잘라서 균질화 시킨다. Soxhlet 

지방 추출용 thimble에 균질화된 검체 20-30 g과 무수황산 20 g을 넣고 잘 섞어 6 시간동안 

환류시키면서 지방을 추출한다. 

  (2)  지방함량 결정

   2개의 플라스크 (50 ml)를 100 °C에서 하룻밤 건조시킨 후 무게를 잰다. 각 플라스크에 지방 

추출액 5 ml을 담고 로터리 증류기로 건조시킨다. 100 °C에서 최소한 4시간 또는 하룻밤 건조

시킨 후 다시 무게를 재어 지방 1 g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 추출액 양을 계산한다. 

 4) GC/MS 측정 

  (1) 2-Alkylcyclobutanone 분리

   비활성화 시킨 florisil 25-30 g을 크로마토그라피 컬럼에 충진한 후, 추출한 지방 시료 0.2 g에 

내부표준물질 2-cyclohexylcyclohexanone 1 ml을 첨가하여 florisil 칼럼에 가한다. 

2-Alkylcyclobutanone는 3 ml/min 유속으로 2% diethyl ether/n-hexane 혼합용액 (v/v) 120 

ml을 용리용매로 분리한다. 이 용리용매는 로터리 증류기를 이용하여 0.2 ml까지 농축한 후 

GC/MS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2)  GC/MS 조건

   ① 이온화 voltage: 70 eV

   ② 이온 source와 injector의 온도: 각각 250°C

   ③ 캐리어 가스: 헬륨가스 

   ④ 유속: 1.0 ml/min

   ⑤ 분석할 분자량 범위: 30-350

   ⑥ 온도 상승: 120°C에서 1분 동안 유지하고, 15°C/min 속도로 160°C 까지, 0.5°C/min 속도로 

175°C 까지, 30°C/min 속도로 290°C 까지 승온시켜 10분간 유지

  (3) GC/MS 분석

    2-Alkylcyclobutanone 분석을 위해서는 시료 2 ㎕를 주입하고 split ratio는 1:20으로 하여 처

음 1분 동안 splitless 시켰으며, mass spectrometer로 확인한다. 정량분석을 위해 2-Alkyl- 

cyclobutanone 표준물질인 2-dodecylcyclobutanone (DCB), 2-tetradecylcyclobutanone (TCB)

과 내부표준물질인 2-cyclohexylcyclohexanone을 0.1-5 ppm 조제하여 이들 용액을 

2-Alkylcyclobutanone류를 분리하는 방법으로 동일하게 분석한다. DCB와 TCB는 이온 m/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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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과 112를 나타낸다. 

 5) 방사선 조사 유무 

   지방을 방사선 조사시키면 지방산이나 triglyceride의 카르보닐기에 존재하는 산소로부터 전자 

손실이 일어난 뒤, 모지방산과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면서 C2 위치에 알킬기를 가진 환상구조 

화합물인 2-Alkylcyclobutanone가 생성된다. 2-Alkylcyclobutanone를 capillary 칼럼으로 분리

하고 mass spectrometer로 확인하면 이온 m/z  98 과 112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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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검지 기술법

1. 미생물 검지 방법 (DEFT/APC screening method)

   방사선 조사 후 식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수를 direct epifluorescent filter technique/Aerobic 

plate count (DEFT/APC)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APC값 (검체에 남아있는 생균수)과 DEFT (검체에 존재하는 총균수) 값의 차이를 비교 대조

한다. 

 1) 장치 

   ① 형광현미경 (epifluorescence microscopy) 

   ② 여과 깔대기 (filter funnel)

   ③ Membrane filters 

   ④ cellulose ester 필터 (cellulose ester, 지름 30 mm, 기공크기 0.2 ㎛)

   ⑤ polypropylene 필터 (지름 25 mm, 기공크기 10 ㎛)

   ⑥ white polycarbonate 필터 (지름 25 mm, 기공크기 0.6 ㎛)

   ⑦ 여과지 (Whatman No. 4)

 2) 시약 및 시액 

   ① 펩톤 염류 희석용액 (peptone saline diluent)

   염화나트륨 (NaCl, 8.5g) 과 펩톤 (peptone, 1.0 g) 을 증류수 1 L 녹여 pH 7.2±0.2 (20 ~ 25°C)

로 적정한다. 멸균기 (121±1.0°C)에서 15분 멸균한 뒤, 유리병에 담아 저온 저장 (4 ~ 6°C) 하

여 2 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② 완충액 (pH 3.0)

   구연산 용액 (citric acid solution), 0.1 mol/L (유리병에 담아 4 ~ 6°C에서 저온저장하여 3 개

월 동안 사용할 수 있다) 

   ③ 완충액 (pH 6.6) 

   구연산 용액 (35.5 ml)과 수산화 나트륨 용액 (100 ml)을 혼합 하여 pH 6.6±0.2 로 적정한다. 

Membrane filter (pore size 0.2 ㎛)로 여과하여 유리병에 담아 저온저장 (4 ~ 6°C) 하여 3 주 

정도 사용할 수 있다. 

   ④ 아크리딘 오렌지 용액 (acridine orange solution)

   아크리딘 오렌지 25 mg 을 pH 6.6 완충액 100 ml 에 녹인 후, membrane filter (pore size 0.2 

㎛)로 여과하여 갈색 유리병에 담아 저온저장 (4 ~ 6°C) 하여 1주 정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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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이소프로판올 (isopropanol)

   ⑥ 1% 트리톤 (Triton X-100)

   Triton X-100 (10 ml) 을 80°C의 증류수 (1000 ml)을 잘 섞는다. Membrane filter (pore size 

0.2 ㎛)로 여과하여 유리병에 담아 저온저장 (4 ~ 6°C) 하여 3 주 정도 사용할 수 있다 (DEFT 

기기 세척제로 사용된다). 

   ⑦ Immersion oil (비형광성, refractive index 1.515-1.518)

   ⑧ 평판배지 (plate count agar), Tryptone-Yeast Extract-Glucose-Agar

   Tryptone 5.0 g, Yeast Extract 2.5 g, Dextrose (Glucose) 1.0 g, Agar 12~18 g을 증류수 1L에 

녹이고, pH 7.2±0.2 (20 ~ 25°C)로 적정한다. 멸균기 (121±1.0°C)에 서 15분간 멸균한다.

 3) 시험 조작 

  (1) 검체 준비 

   검체 (곡류, 과실, 야채 등) 5 g을 펩톤용액 (45 ml) 넣어 10 배 희석한 후 5~10 분 동안 교반

한다. 교반된 용액을 여과지 (Whatman No. 4)로 여과하고 10 배 희석법으로 희석한다. 

  (2)  DEFT 준비 및 측정 

   ① DEFT 슬라이드 준비 

   1% Triton X-100 (80°C)로 진공여과 장치가 부착된 여과 깔대기 (filtration funnel) 를 2-3 회 

씻은 후, 마지막으로 끓는 물로 씻어낸다. 깔대기 타워에 0.6 ㎛ polycarbonate 필터의 광택이 

나는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놓은 다음, 그 위에 10 ㎛ polypropylene 필터를 놓는다. 각 희석용

액 (10-1~10-3) 2.0 ml 를 membrane 위에 가하고, 감압 하에서 (15 mmHg 유지) 여과한다. 이

때 압력이 25 mmHg 가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 polypropylene 필터를 제거하고, 남아 있

는 0.6 ㎛ polycarbonate 필터에 acridine orange 2.5 ml 을 가하고 약 2~3분 동안 반응하도록 

한다. 사용한 acridine orange를 감압 상태에서 여과 깔대기에 연결된 플라스크로 떨어지게 하

여 버린다. 감압 하에서 pH 3.0 완충액 2.5 ml를 가해 membrane을 즉시 씻어낸 후 이소프로

판올 2.5 ml 용액으로 빠르게 씻어낸다. Polycarbonate 필터를 실온에서 건조시킨 후, 현미경 

슬라이드 (76×26 mm2)에 광택이 나는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놓고, immersion oil를 한 방울 

떨어뜨린 후 슬라이드 덮개 (25×50 mm
2
)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누르면서 덮는다. 

   ② DEFT 측정

   형광 현미경의 대물렌즈 (×100)를 이용하여 임의적으로 선택한 관찰 면적 내에 분포하는 

orange 또는 orange-yellow 형광색을 나타내는 미생물을 선별하여 측정한다. 관찰 면적당 

DEFT unit이 20개 이하 일 때는 20개의 관찰 면적을 측정하며, 면적당 DEFT unit 이 20 ~ 

100 일 때는 10개의 관찰 면적을 측정한다. 만약 관찰 면적당 100개 이상이 측정되면 검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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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희석한 후 위의 절차대로 다시 DEFT 슬라이드를 준비하여 관찰한다. 

  (3)  APC 준비 및 측정 

   10 배 희석법으로 희석된 시료 용액 각 0.2~0.5 ml 을 평판배지에 도말하고 30±1.0°C 항온배양

기에서 플레이트를 뒤집어서 72시간 동안 배양한다 (APC 플레이트는 15분내에 준비되도록 한

다). 배양된 호기적 생균수를 측정하고 희석법으로 계산한다음 log unit로 환산한다.

 4) 관찰된 총균수와 생균수의 비 (DEFT/APC) 계산 

   ① 검체 g 당 DEFT(X)를 계산하는 공식 

∴ X = DEFT count/g = (N × MF × DF)/n

N = 현미경 관찰 면적에서 계산된 DEFT units의 합

n = 측정한 관찰 면적의 수

DF = 시료의 희석배수 

MF = microscopy factor, MF = FA/(MA×V)

FA = membrane filter의 면적

MA = 현미경 관찰 면적의 면적, πr2

(r 은 현미경 관찰 면적의 반지름)

V = 시료의 부피 (ml)

   ② DEFT값을 APC값으로 나눈 후, 상용대수 (log) 값으로 환산한다 (log DEFT/APC). 

 5) 방사선 조사 유무 평가

   방사선 조사 허브 또는 향신료의 logDEFT/APC 값이 3 ~ 4 이면 5.0 ~ 10.0 kGy 방사선량으

로 조사 된 것으로 판단한다. 

2. DNA Comet Assay 측정법

   식품은 물리적, 화학적 처리 또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세포 내의 DNA 가 손상되어 단일나선 

(single strand) 또는 이중나선 (double strands)으로 풀어지면 DNA 가 핵의 중심에서 이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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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들 DNA 조각들은 혜성(comet) 의 형태처럼 꼬리(tail)을 형성하면서 세포 밖으로 돌출되

어 나오는데, 이 꼬리의 길이는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된다. 손상된 DNA 조각들

은 단일세포 겔 전기 동(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을 하 을 때 anode 방향으로 이동하

는 것을 관찰하여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screening 방법이다. 

 1) 장치

   ① 전기 동수조 (Horizontal Electrophoresis Apparatus)

   ② Power supply (0 ~ 100 V)

   ③ 현미경 

   ④ CCE video camera 

 2) 시약 및 시액

   ①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4) 

   NaCl 8.0 g, KCl 0.2 g, Na2HPO4 1.44g, KH2PO4 0.24 g 를증류수 900 ml에 녹인다. 1 M HCl 

첨가하여 pH 7.4 로 조정하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1 L로 정용, 멸균하여 냉장 보관한다. 

   ② Coating agarose 용액 (0.5 %)

   Agarose (melting point 35.05~37.5°C) 25 mg 을 증류수 5.0 ml 에 가온 용해 후 1분간 초음파 

세척기로 기포를 제거한다. 

   ③ Casting gel 용액 (0.8 %)

   Agarose (melting point 35.05~37.5°C) 40 mg을 PBS 시약 5.0 ml 가온 용해 후 1분간 초음파 

처리 후 40 ~ 45°C water bath 에서 보관한다. 

   ④ TBE buffer (45 mM Trisboric acid, 1 mM EDTA)

   EDTA solution (0.5 M EDTA 용액):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disodium salt 

dihydrate) 93.53 g을 증류수 300 ml에 녹이고, NaOH (40%)를 첨가하여 pH 8.0 으로 조정한 

뒤, 증류수를 첨가하여 500 ml로 정용하고 멸균한다. TBE solution (TBE 5×): Tris 

(hydroxymethyl-aminomethane) base 54 g을 0.5 M EDTA 200 ml에 용해시킨 후 , 여기에 

boric acid 27.5 g을 녹이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1L로 정용한다. Working solution (TBE 0.5×): 

TBE (5×) 와 증류수를 1:10의 비율로 희석한다.

   ⑤ Lysis buffer (2.5% SDS in TBE buffer)

   SDS (Sodium dodecyl sulphate) 25g을 TBE (0.5×) 1L에 녹인다

   ⑥ Silver staining solution 

   - Fixing solution A: Trichloroacetic acid 150 g, zinc sulphate 50 g, glycerol 50 g을 증류수 

1L에 녹인다.

   - Staining solution B: sodium carbonate 12.5 g 을 증류수 250 ml에 녹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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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aining solution C: ammonium nitrate 100 mg, silver nitrate 100 mg, tungstosilicic acid 

500 mg, formaldehyde 250 ㎕를 순서대로 혼합하여 증류수를 첨가하여 500 ml로 정용한다.

   - Staining solution D: 충분히 휘저어진 staining solution B 32 ml 과 staning solution C 68 

ml을 잘 혼합하여 즉시 사용한다. 

   - Stopping solution E: 1% acetic acid 용액을 사용한다. 

 3) 시험조작

  (1) 검체 준비 

   시료는 세포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절단하거나 부드럽게 마쇄 한 후 삼각 플라스크에 담고 

PBS 용액 10 ml 을 넣어 ice bath 상에서 stirrer (5× g) 을 5 ~ 10 분 동안 균질화하여 세포

를 추출한다. 이 현탁액을 200 ㎛ 여과천 (nylon sieve cloth) 으로 여과시키고 냉장온도에서 

10 ~ 20 분간 방치시켜 침전시킨 후 상층액을 취하여 100 ㎛ 여과천으로 재여과 시키고 다시 

ice bath 에 5분 동안 방치시킨 후 상층액을 취하여 comet 분석용 검체로 사용하 다. 이때 취

한 세포 현탁액에 세포 수가 적어도 10
4
/100 ㎕가 되어야 한다. 

  (2)  검체 측정 

   현미경 슬라이드 (76 × 26 mm)를 메탄올에 하룻밤 담근 후 먼지 없이 깨끗하게 닦고 45°C 로 

유지되는 0.5 % agarose coating 용액 50 ㎕ 를 골고루 펴 실온에서 건조한다. 0.8% agarose 

용액 500 ㎕ 에 검체 상징액 250 ㎕를 혼합하고, 100 ㎕를 취하여 준비된 슬라이드 위에 놓고 

공기방울이 생기지 않도록 깔아준 후 얼음 위에서 agarose를 굳힌다. Lysis buffer 에 침지시

켜 냉장온도에서 30분 동안 세포의 핵막과 단백질을 용해 시킨다. 1~5 분간 차가운 증류수로 

세척한다. 냉장상태의 TBE buffer에 5분간 침지 후 물기를 제거한다. 슬라이드의 agarose end

가 전기 동 수조의 anode쪽으로 향하도록 나란히 놓은 후 TBE buffer를 채운다. 전기 동은 

상온에서 28 V 조건으로 2분간 실시한다. 슬라이드를 차가운 증류수 또는 수돗물 (4°C)로 5분 

동안 세척하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건조시킨다. 냉장온도의 fixing solution에 10 분 동안 담

가둔 후 차가운 증류수로 1분간 세척하여 건조시킨다. 슬라이드를 staining solution D에 10 ~ 

20 분간 침지 한다. 슬라이드상에 회갈색 (grayish-brown)이 나타날 때까지 staining solution 

D 용액을 1~ 2 차례 갈아 가면서 5 ~ 10분간 반복한다. 증류수로 1분간 세척한다. 염색과정을 

끝내기 위해서 stopping solution E 에 5분간 침지 후, 증류수로 1분간 세척하여 실온에서 건조 

시킨다. 염색된 슬라이드는 쉽게 탈색되지 않아 상당한 기간동안 현미경 관찰이 가능하다. 

  (3)  현미경 관찰 

   Silver staining으로 염색된 슬라이드상의 DNA comet 을 현미경으로 관찰한다. 40배의 배율로 

전체적인 comet 의 양상을 살피고, CCD video camera로 화상을 관찰한 후 100배의 배율로 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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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tail)의 길이를 측정한다. Tail 길이 측정은 슬라이드에서 100개의 무작위로 선택하여 

comet의 머리 중심에서부터 tail 끝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 

 4) 방사선 조사 유무 평가 

   방사선조사 된 세포는 DNA가 세포의 핵으로부터 긴 꼬리모양을 형성하면서 세포밖으로 돌출

되어 나온다(Figure 2, 3). 반면에 비 조사 세포는 거의 원형의 형태를 유지하거나, 때로 매우 

짧은 꼬리를 형성하기도 한다(Figure 1). 

Fig. 4. DNA comets from unirradiated frozen beef 

Silver staining; anode to right; microscope objective ×20

Fig. 5. DNA comets from frozen beef irradiated with 2 kGy

Silver staining; anode to right; microscope objective ×20

Fig. 6. DNA comets from frozen beef irradiated with 7 kGy 

Silver staining; anode to right; microscope objective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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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검지시험법을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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