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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i)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 산물의 위생화 기술 개발 (ii)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검역/  

   품질보증 시스템 확립 (iii) 위해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자료 확보

○ 연구결과

 ▶ 의료 및 연구용품, 의약품, 생약재, 화장품, 간접식량(사료 등)의 5개 품목군을 중심  

    으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을 개발함.

  - 위 공중보건제품의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함

  - 방사선 조사 공중보건제품의 기능성, 독성학적, 화학적, 물리적 안전성 평가함. 

  -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산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을 실시함

 ▶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자료, 방사선 조사 후 생존 미생물의 생태․환경적 안전  

    성 평가자료, 독성학적 평가자료, RT/BT 융합기술을 이용한 radiogenic therapy 기  

    술 등을 확보함. 최종적으로는 RT/BT 융합기술 활용을 위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  

    자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vector 및 clone을 재조합함.

 ▶ 조사식품의 검역/검지방법을 표준화하고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식품공전 시험법(안)을 제정함. 본 연구단계에서는 우선 국내 허가품목 및 입법고시  

    품목의 검지기술을 표준화하며 향후 국제교역물품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함.

 ▶ GMP, HACCP, ISO 등 국제규격에 기초하여 방사선 조사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GIP 기준의 산업적 방사선 조사 공정(안) 표준화 및 품질인증 시스템을 개발.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본 연구결과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산업적 활용도 제고 방안 수립 및 방사선유전체학  

   연구의 기반 자료로 활용 가능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공중보건산물,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품질인증 시스템, 생존 미생물 위해평

가, RT/BT 융합기술

  어
 public health goods,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of irradiated products, 

quality assurance system, microbiological safety, RT/BT fus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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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이용 공중보건산물의 위생화기술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 최종목표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 및 RT/BT 융합기술을 개발하

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검역 시스템과 품질보증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국

가 경제발전과 국민 보건복지 향상에 기여한다. 

  

○ 의료 및 연구용품, 의약품, 생약재, 화장품, 간접식량(사료 등)의 5개 품목군을 중심으로 공

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을 개발함.

 - 위 공중보건제품의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함

 - GMP 또는 HACCP 규격과 연계하여 공중보건제품에 대한 GIP 기준의 산업적 방사선 조사 

공정(안)을 표준화함.

 - 방사선 조사 공중보건제품의 기능성, 독성학적, 화학적, 물리적 안전성 및 안정성을 평가함. 

 -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신제품을 개발하여 산업화를 위한 기술 이전을 실시함

○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자료, 방사선 조사 후 생존 미생물의 생태․환경적 안전성 평가

자료, 독성학적 평가자료, RT/BT 융합기술을 이용한 radiogenic therapy 기술 등을 확보함. 

최종적으로는 RT/BT 융합기술 활용을 위한 방사선 특이반응 (radioinducible promoter 등) 

gene bank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한 vector 및 clone을 재조합함.

○ 조사식품의 검역/검지방법을 표준화하고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식품공

전 시험법(안)을 제정함. 본 연구단계에서는 우선 국내 허가품목 및 입법고시 품목의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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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표준화하며 향후 국제교역물품에 대한 시험법을 추가함.

○ GMP, HACCP, ISO 등 국제규격에 기초하여 방사선 조사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품질인증 

시스템을 개발함. 

2.  연구개발의 필요성

○ 공중보건제품의 위생미생물 오염에 따른 각종 질병의 발생, 의료사고, 그리고 유통기한 제

한에 따른 생산제품의 폐기 등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의 위생화가 필수적임.

○ 방사선 조사기술은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최근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바 없어 산업체나 보건 당국 모두 방사선 조사기술을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에 적용하는데 있어 기술적, 제도적, 행정적인 어려움이 큼. 

○ 공중보건/위생 관련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 방사선 유도 돌연변이 미생물 자원,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원 확보 등의 연구는 Radiation technology(RT)와 Bio Technology를 접목

한 새로운 RT/BT 융합기술로 기술적 경제적가치가 큼. 

○ 방사선 조사식품은 이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중국 등의 식량수출국을 중심으로 내수 

및 국제교역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도 산업적 이용기반이 확립되어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지기술이 공전화된 표준시험법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아 공중보건 분야의 행정관리 및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교역에 제한요인

이 되고 있음.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를 위한 공전화된 규격의 설정, 품질보증 시

스템의 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각종 기반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본 과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자력 산업의 비전 실현과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

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연구과제로 향후 산업적 이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

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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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술적 측면

○ 화학약품, 훈증제 등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은 잔류독성, 환경독성 등의 부

작용으로 국제협약에 의하여 점차 사용이 금지될 것임. 방사선 조사는 공중보건제품의 위

생화를 위한 가장 유효한 대체기술로 평가되어 세계적으로 산업적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바 없음.

○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은 국제적 위생화 기준인 GMP 또는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과 연계한 GIP(Good Irradiation Practice)

로 발전 중임. 

○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와 품질보증 기술로서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사제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특히 의약품, 생약재, 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은 제품 고

유의 기능성 유지 여부와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임. 

○ 공중보건제품의 재질에 따른 물리화학적 안전성과 내구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선행

연구결과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내산업 적용을 위한 검증 단계의 연구수행이 바람직함.

○ 공중보건제품 자체의 위생화 이외에도 방사선 살균을 이용한 의료나 BT 산업의 진단 또는 

연구용 kit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대상 제품의 방사선 향을 감안한 선량의 제

한, 방사선 저항성, 환경에 따른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차이 등 복잡한 요인에 따라 결정

되므로 경우에 따라 완전살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존 미생물이 존재하게 됨. 

○ 최근 GMO 식품의 유해성 및 유전공학 실험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방사선 

조사 후에 생존하는 미생물의 돌연변이 생성 가능성과 돌연변이체의 독성학적, 생태환경학

적 안전성에 대한 보증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

한 실정임. 방사선 이용기술의 활용증대 및 소비자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

구결과의 제시가 필요함. 

○ RT/BT 융합기술을 이용한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연구는 radiogenic 

therapy의 기반기술로 연결되고 향후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 자원의 유용화 연구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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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될 수 있음. 

○ 식품 또는 공중보건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하게되면 품질 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포장된 완제

품의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자칫 방사선 조사기술이 이미 기준 이상의 미생물이 오

염된 제품을 재생하는데 오용될 소지가 있음. RT/BT 융합기술에 의한 Immuno assay, 

PCR 등의 BT 기술은 방사선 조사된 제품의 제조공정에서의 위생상태나 GMP, HACCP, 

GIP(Good Irradiation Practice) 기준 준수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기

술로 활용될 수 있음. 

○ 방사선은 조사선원 및 선량의 조절, 다른 돌연변이원과의 병행처리 등에 따라 다양한 돌연

변이체를 효과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분리된 돌연변이체는 즉시 관련산

업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산업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큼. RT/BT 융합기

술 개발의 일환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함. 

○ RT/BT 융합기술은 이미 선진 각 국이 선점하고 있는 BT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국제경쟁력

이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임. 따라서 국가기술 및 첨단산업의 전략적 차원에

서 이 분야 기술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또는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원의 확보는 방사선 살균의 효율성 증

대뿐만 아니라 향후 방사선 치료에 따른 의학적 기술 및 독창적인 BT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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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술을 이용한 식품 검역처리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WTO 체제에 맞는 방사

선 조사 지침 표준화를 위한 Harmonized Regulation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므로 국익 차원

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식품산업 분야에서 방사선조사 기술을 실용화하고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함

께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지기술의 확립과 식품공전 시험법 제정과 

같은 규격화, 시스템화가 필수적임.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개발은 각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선량의 제한 준수여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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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교역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 판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어 

왔음. 그러나 미국, EU 등의 선진국, 중국 등은 이미 국제규격에 준한 검지기술이 표준화되

어 시행되는 수준임. 

○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됨에 따라 식품 종류에 따른 조사선

량의 제한철폐는 물론 유통제한 목적의 검지기술개발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세

계적인 추세임.

○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공전화된 검지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향후 이 분야의 국내연구는 검지기술의 개발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이

미 확보된 기술을 수집, 분석, 평가하고 관계기관(식품의약품 안전청, KFDA)과 협의하여 

표준 분석시험법으로 규격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그 사용목적도 조사식품의 품질보

증 및 유통관리 목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나. 경제․산업적 측면

○ 과학기술 및 보건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 발생과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또한 큼 (미국의 경우 연간 38억80만∼43억30만 달러의 손실). 

특히 최근에는 의약품, 의료용품, 공중보건제품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인명피해 및 사료 등

의 간접식량에 의한 인축공통전염병의 확산 등 공중보건제품에 의한 질병 매개가 국제문제

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질병의 발생은 유럽의 광우병이나 중국의 SARS의 예에서와 같이 자국의 국민건강 

및 보건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 WTO/UR/NR 등 경제구조의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공중보건 제품 생

산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 이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위생적 제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시설은 식품가공․저장 및 제약․보건관련제품 멸균뿐만 아니라 각종 공업 분

야에도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현재 국내에는 1개의 감마선 조사시설이 24시간 가동 중

에 있으며, 추가로 1개 시설이 2002년 6월 7일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음. 방사선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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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개발은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국내 방사선 조사시설 건

설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임. 

○ 대체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생약재 및 식물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방

사선을 이용한 생약재의 위생화 및 가공기술 개발은 생약식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필수적

인 기술임. 국내의 경우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식물자원의 활용도가 높고 향후 이 분야의 

산업이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분야의 방사선 이용기술이 확보되

어야 함.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BT 산업용 진단 및 연구용 kit에 대한 살균이나 가공기술은 식품 및 

의학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상당부분 기반기술이 확보되었음.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BT 

관련 제품생산은 산업적으로 매우 유망한 분야임. RT와 함께 BT/NT 등의 기술을 병용할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공정개선에 의한 원가 절감, 저장성 향상 등의 효과

가 기대됨. 

○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의학, 공업, 농업, 환경, 식품 등의 산업에서 미생물의 활용

도가 커지고 있으나, 유전자조작 기술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개발비의 소요가 크고 

연구개발 완료 후에도 산업적인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RT/BT 융합기술에 의

한 산업미생물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RT/BT 융합기술은 방사선저항성 또는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

를 확보하여 이를 유전자원화 하는 것, 방사선에 대한 유전자의 반응을 기초로 유용균주를 

개발하는 것 등으로 향후 방사선 의학 및 BT 산업 분야에서의 산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조사식품의 산업적 이용 증대를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검지기

술 확보 및 공전화가 필수적임.

○ 수출입 전략상품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

질보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교역에서 국내 농산품 시장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 검지관리의 실용화 추진 및 철저한 검역/검지관리를 통한 대외경쟁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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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가 요구됨.

다. 사회․문화적 측면

○ 미국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의료용품, 의약품 등의 각종 공중보건제품의 50% 

정도가 방사선 조사(감마선 80%, 전자선 20%)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2003년 IMRP 발표자

료, 시카고)되고 있음.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및 보건관련 제품의 위생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 따

라서 국민보건 향상과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공중보건관련 제품의 위생화 

기술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에 대한 국민이해 및 소비자의 수용성 확보 없이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보급은 

불가능함. 따라서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조사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 확보가 필요함. 

○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목적에 따라 조사선량이 제한되는데 이 때 생존한 미생물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환경이나 생태에 어떤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러나 

양, 독성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는 미진하여 방사선 조사 후 

생존 미생물의 환경․생태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따

라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선결되어야 함.  

○ 국제교역 물품에서 유입되는 외국의 미생물, 곤충, 식물 등이 자국의 생태/환경 등에 악

향을 미치는 예가 늘어나면서 검역 유기체의 제거에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려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9. 11 테러 이후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를 방어하는데 방사선 조사기술이 사

용된바 있음. 특수한 정치․사회적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도 생물테러 등의 위협이 있으므

로 방사선을 이용한 검역 물품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제거기술 분야의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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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제품 개방화에 따른 국제교역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상품의 품질보증을 위

한 정부 주도의 관리기술 확보와 검지기술의 식품공전화 작업 및 품질보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가적인 관리를 위한 식품공전의 개정/보완이 필요함.

○ 원자력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방사선 이용 공중보건 산물의 위생화 기술 확보

-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 연구현황 및 동향 보고 

-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일회용 미생물 배지 제조기술개발 

- 화장품용 색소의 감마선 조사 향 평가

- 식용색소의 감마선 조사선량별 변화 분석

-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낚시떡밥의 제조기술개발 

-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및 감마선 살균

-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유기퇴비의 살균 기술개발

- 한약재의 방사선 살균 

- 감마선 조사 약용식물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2. RT/BT 융합기술 기반 위생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 독성학적 위해요소 제거 및 생

존 미생물의 환경생태학적 안전성 평가

- 발효식품에 분포하는 내염성 미생물의 염도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 평가

- Microarray 기법을 이용한 병원균 Salmonella typhimurium의 감마선 조사 향 연구

- PCR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 전후의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 Real-time PCR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 유도 DNA 파괴 연구

- 면역침전 및 ELISA를 이용한 감마선 살균된 Salmonella의 검출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 후 생존한 곰팡이 Aspergillus flavus의 생장평가

- 생약재의 항산화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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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즙의 생물학적 기능성 평가

- Patulin 생성 곰팡이 연구

- Vibrio sp. 독성 유전자 발현 연구

- Salmonella 병원성 인자의 발현 연구

- Moraxella의 항생제 감수성 연구

- Salmonella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 E. coli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 D. radiodurans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3. 방사선 조사식품, 공중보건 산물 및 국제교역 물품의 안전관리기술 및  검역/품질보증

기술 확보

-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김치의 품질향상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젓갈의 품질향상기술 개발

- 된장의 혈전용해효소 활성과 미생물분포와의 상관관계 평가

- 감마선 살균한 구운 계란의 미생물학적 유통기한 설정

- 방사선 조사와 훈증 처리된 건고추의 저장 중 부위별 색도 및 관능특성

- 교역대상 모델농산물의 수출입, 검역관리 현황 분석과 검역유기체 사멸 및 유전특성 

- 검역처리(방사선 조사/훈증처리) 모델농산물의 품질차별화(2)

- 절임배추의 방사선 살균 및 장기보존

- 방사선 조사에 의한 된장의 biogenic amine 저감효과

- 차(tea)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

- 방사선 조사 김치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 감마선 조사 건조 양파의 향기성분 분석

- 모델교역식품(인삼)의 예비교역 시험과 검지특성 다중시험

- 검역유기체 지료확보

- 검역처리 (방사선 조사/훈증처리)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 미국산 육류의 방사선 조사후 냉동 저장시의 변화

- 방사선 조사 건조수산물의 Korea-India 예비교역 평가시험

4.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 허가품목의 검지조건 최적화 및 검지 표준 공전법 수립

- 물리적 방법 (ESR)에 의한 방사선 조사 건조채소의 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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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학적 (발아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과일류 검지

- 화학적 방법 (GC)에 의한 방사선 조사 대두의 검지

- 국내 허가식품의 안전관리 다중검지기술 체계 확립

- 미생물학적 방법(DEFT/APC)에 의한 방사선 조사 향신료의 검지 

- TL과 DEFT/APC 방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향신료의 검지

- ESR에 의한 방사선 조사 수입 향신료 검지

- Real time PCR을 이용한 새로운 방사선조사 검지기술 개발 가능성 탐색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 개발 및 확립

- 기타 식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 ESR 및 PSL 분석법을 이용한 장류제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 감마선 조사제품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연구

- 난분 및 장류제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Ⅳ. 연구개발 결과

1) 세부연구목표 : 방사선 이용 공중보건 산물의 위생화 기술 확보

   (1)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 연구현황 및 동향 보고 

   의료 및 실험기구의 방사선 살균기술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서 EO gas 살균의 문제점과 함

께 방사선 살균의 일반론, 그리고 공중보건 제품의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및 산업

현황을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조사 

   (2)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일회용 미생물 배지 제조기술개발 : 

   사용이 간편한 일회용 미생물배지 및 미생물 연구관련 Kit 개발에 감마선 살균기술을 적용

하기위하여 감마선 조사에 따른 각 배지의 품질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10 kGy의 선량범위에

서 대부분의 선택배지는 고유의 품질특성을 유지하 으나 agar의 hardness는 다소 감소하 다. 

감마선 조사 배지에서 생장한 미생물의 면역학적 반응 등의 생리특성도 변화가 없었다. 향후 

이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ready made 배지 생산이 가능하다. 

   (3) 화장품용 색소의 감마선 조사 향 평가

   화장품에 대한 방사선 살균 적용을 위하여 화장품용 색소의 감마선에 대한 향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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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Amaranth, Light green SF yellowish, Fast green FCF, Naphthol blue black, Indigo 

caemine을 대상으로 한 실험결과 0.01% 용액에서 탈색 등의 색상 변화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화장품의 감마선 조사 시 첨가되는 색소의 선택이 품질특성 유지에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식용색소의 감마선 조사선량별 변화 분석

   적색 2호(Amaranth), 녹색 3호(Fast Green FCF), 청색 2호(Indigo Carmine)용액을 0.01 및 

0.1%의 농도로 준비하고 0.5, 1, 2.5, 3 kGy로 조사를 실시하여 기계적 색도 (L, a, b, ΔE)를 측

정하 다. 감마선 조사는 0.01%농도 시료의 색소에 향을 미쳤으며, 전반적인 색차(ΔE)에서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5)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낚시떡밥의 제조기술개발 

   미리 반죽된 낚시떡밥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보존료의 첨가 없이도 장기보존이 가능한 

반죽떡밥의 제조기술을 특허출원하 다. 특히 본 발명의 방법은 떡밥의 자연분해도를 향상시키

고 사용량을 감소시켜 낚시에서의 떡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다

   (6)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및 감마선 살균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17개 제품군, 총 51종

의 일회용 주방용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평가와 함께, 오염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마선 살균 방법을 적용하 다. 

  (7)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유기퇴비의 살균 기술개발

   유기질 비료로부터 농산물로 전이되어 될 수 있는 기생충 및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에 감마

선 살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 다. 시판중인 유기질 퇴비 16종의 총 호기성 세

균수, 대장균 및 대장균군 그리고 Salmonella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하고, 감마선 조사

에 의한 미생물 사멸도를 측정하 다. 시판중인 유기질 퇴비는 3 kGy 수준에서 축분뇨발효 비

료액의 병원성 미생물 공정규정을 충족할수 있으며, 위생화를 위해서는 3 kGy 수준의 방사선 

조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8) 한약재의 방사선 살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약 및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 한도시험 및 

방사선 조사에 대한 기준설정의 타당성 평가를 목적으로 실시하 으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국

내유통 한약재의 방사선 조사 여부 실태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미생물 오염도 모니터링을 연

구범위에 포함하 다.  한약재의 미생물 분포 조사결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국내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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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한약재 모두 미생물학적 품질관리가 필요한 수준의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포장된 규격

품의 경우 일반 유통제품에 비하여 1/10 - 1/100 수준의 낮은 미생물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이 

결과 또한 일반식품 규격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 다. 

  (9) 감마선 조사 약용식물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약용식물에 함유된 유용성분 중 휘발성 유기성분의 변화를 연구함으로

서 감마선 조사가 약용식물의 향미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한약재의 위생화를 위

한 적정선량을 권장하고자 하 다. 산초, 당귀, 건파 등 약용식물을 1, 3, 5, 10 및 20 kGy로 감

마선 조사하여 휘발성 유기성분의 변화를 비교하 다. 감마선 조사가 휘발성 유기성분에 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으며, 주요 성분의 조성 변화만 확인되었을 뿐 감마선 조사에 특이적

인 화합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고선량 조사 후 휘발성 성분의 주요화합물들이 대체적으로 

감소하여, 위생화 처리, 에너지 효율 및 유용성분의 추출효율을 고려할 때 3 kGy가 약용식물

의 위생화처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적정선량으로 사료되었다.

  (10) 생약재의 항산화성 평가 

  총 50종의 생약재에 1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추출액에 대한 total antioxidant 

potential을 FRAP 및 DPPH 측정 방법으로 항산화성을 비교한 결과 3회의 반복 측정에서 방

사선 조사에 따른 생약재의 항산화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11) 녹즙의 생물학적 기능성 평가

  녹즙을 모델로 하여 방사선 조사 녹즙과 비조사 대조구 녹즙의 antioxidant potential을 

TPTZ-Fe(III) complex를 TPTZ-Fe(II) complex로 환원시키는 환원력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케일과 당근 녹즙 모두에서 방사선 조사 시료의 FRAP 값이 대조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

으며, 특히 당근 녹즙의 FRAP 값은 phenolic compound 함량 측정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FRAP 값의 측정과 함께 녹즙의 antioxidant activity를 DPPH 방법을 이용하여 free 

radical의 소거능으로 측정한 결과 또한 ferric reducing capacity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녹즙의 ascorbic acid , carotene 화합물, phenol compound 등 기능성물질의 함량과 기능성 또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조구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 

시료가 더 높거나 안정적임을 확인하 다. 방사선 조사 녹즙과 비조사 대조구 녹즙의 환원력과 

ascorbic acid , carotene 화합물, phenol compound 등 기능성물질의 함량은 방사선 조사에 의

하여 감소되지 않음을 확인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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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부연구목표 : RT/BT 융합기술 기반 위생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 독성학적 위해

요소 제거 및 생존 미생물의 환경생태학적 안전성 평가

   (1) 발효식품에 분포하는 내염성 미생물의 염도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 평가

   발효 미생물은 같은 종이라도 염도에 따라 감마선 감수성이 달라지므로 산업적 적용 시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Phichia subpeliculosa, Leuconostoc mesenteroides, Pediococcus 

halophilus 모두 배양액의 염도가 높아질수록 감마선 저항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로 고염 발효 

미생물의 감마선 저항성은 조사 시점의 환경보다 미생물의 생장환경에 의하여 결정됨을 확인

하 다.

   (2) Microarray 기법을 이용한 병원균 Salmonella typhimurium의 감마선 조사 향 

연구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특이적인 변화와 생존한 병원성 미생물의 안정성을 전사수준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전후의 Salmonella에서 total RNA를 분리한 후 이를 high 

throughput system (HTS)인 microarray로 분석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된

다고 알려진 DNA repair system과 더불어 superoxide dismutase, chaperone 단백질 등의 발

현이 유도되었으며 특이하게도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ystem의 발현이 유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system은 미생물의 aerotaxis에 관련된 유전자들로, primer extension으

로 이 유전자의 promoter를 규명하 으며 방사선에 의하여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이후 radiogenic therapy 기반 기술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Salmonella의 주

요 병원성 유전자인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I (SPI1)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그 발현

이 모두 공통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 으며 SPI1의 중요 regulator 중의 하나인 hilD의 발

현이 방사선 조사 이후에 감소하는 것을 real time PCR등의 방법으로 확인하 다. 이는 방사

선 조사 후 생존한 병원성 미생물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3) PCR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 전후의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방사선 조사 전후에 식품 내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방사

선 조사 전의 식품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감소도를 real 

time PCR로 정량하 다. 배지에 존재하는 Salmonella에 방사선 조사를 한 경우 비조사구에서

는 Salmonella의 검출 한계가 10
3
개 으나 5 kGy로 조사한 경우 검출 한계가 10

5
개로 감소하

다. 하지만 식품 모델로 닭을 사용하여 같은 실험을 하 을 때 검출 한계는 10
5
에서 10

6
정도

로 감소하 다. 이는 식품 자체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병원성 미생물의 DNA파괴 정도를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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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보다 다양한 식품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정량화 

하여 방사선 조사 식품의 위생화 확립의 연구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4) Real-time PCR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 유도 DNA 파괴 연구

   감마선 조사 시 DNA의 파괴 정도를 염기 수준이 아니라 ORF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Salmonella의 16개 ORF를 GC 함량에 따라서 선발한 후 개별 ORF당 2개 이상의 primer set

를 가지고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 다. GC 함량이 약 70%에 이르는 ccmAB 유전자

의 경우 3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시 다른 유전자들과 달리 잘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Genome내에 존재하는 2개의 ccmAB 유전자중 하나를 없애버린 경

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유전자는 감마선에 대한 DNA의 감수성 

연구에 biomarker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5) 면역침전 및 ELISA를 이용한 감마선 살균된 Salmonella의 검출기술 개발

   방사선 조사식품의 품질보증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감마선 살균된 Salmonella의 면역학적 검

출기술을 개발하 다. 감마선으로 살균한 Salmonella 역시 생균과 마찬가지로 면역침전법이나 

ELISA test로 검출이 가능하 다. 

   (6) 감마선 조사 후 생존한 곰팡이 Aspergillus flavus의 생장평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품질보증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감마선 조사 후에도 생존하는 mycotoxin 

생산 곰팡이의 생장을 관찰하 다. 수분활성 (aw), pH, 온도를 생장환경으로 설정하여 표면반

응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수분활성도와 온도가 가장 중요한 생장환경임을 확인하 다. 

Asperigllus flavus var. flavus의 최적생장조건은 0.77 kGy 조사이후 water activity-0.97, 온도

-30.27 ℃, pH-6.24의 조건이었으며 생장저해 조건은 1.19 kGy 조사 이후 water activity-0.91, 

온도-26.34, pH-6.13의 조건이었다. 

  (7) Patulin 생성 곰팡이 연구

  국내산 사과로부터 곰팡이독 patulin 생성 미생물을 분리하여 사과의 방사선 살균실험을 실

시하고 곰팡이독의 생성여부를 확인하 다.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사과의 균류를 분리하여 

patulin 생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동정하 으며 분리 균주의 patulin 생성조건 및 생산량 을 

표준균주와 비교하 다. 분리된 Patulin 생산 균류를 대상으로 positive control 시험을 실시한 

후 현재 추가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patulin이 분해됨을 확인하여 

향후 사과를 비롯한 과실류와 가공식품의 독성 저감화에 방사선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음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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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하 으며 사과에  Patulin 생성 표준균류를 접종하여 방사선 조사 실증시험을 실시하 고 감

마선 조사 제품의 미생물학적, 식품학적, 이화학적 품질특성을 평가하 다.

  (8) Vibrio  sp. 독성 유전자 발현 연구

  방사선 조사 이후 V. vulnificus의 세포용혈독소 (vvhA), V. cholerae의 콜레라독소 (ctxA), 

V. parahaemolyticus의 용혈독소 (tdh) 유전자들의 발현정도와 독소 역가를 비조사구와 비교한 

결과 방사선 조사구의 독소 생산정도는 같거나 감소하 으므로 생존한 Vibrio sp.는 독성학적

으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됨.

  (9) Salmonella  병원성 인자의 발현 연구

  Salmonella의 병원성 관련 내인성독소 (Lipopolysaccharide), 편모 (flagellar), SPI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유전자 20여개의 발현을 시간대 별로 측정한 결과 비조사구

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Salmonella의 병원성

능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10) Moraxella의 항생제 감수성 연구

  방사선의 반복조사를 통하여 10 kGy의 방사선 조사에도 내성을 가지는 인공 Moraxella 

osloensis 균주를 제작한 후 ampicillin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 으나 비조사구에 비하여 항생

제 내성이 증가하지 않았음.

  (11) Salmonella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분석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들의 reporter assay를 방사선에 의한 발현정도를 측정한 결

과 2Gy의 선량에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cyoA promoter를 발견하 다. 이 radio-inducible   

promoter는 대장균 내에서 2Gy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약 100 배정도 발현이 증가하는 특성

을 보 으며 추후 연구결과에 따라 방사선을 활용한 유용물질 생산의 기본 벡터로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12) E. coli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2-D electrophoresis를 통하여 대장균의 치사선량인 3 kGy의 방사선 조사에서 증가하는 

putative oxidoreductase, protein elongation factor EF-Tu 등을 확인하 음. 특히 EF-Tu 

factor는 대표적인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인 Deinococcus sp.에서도 발견되는 방사선 저항성 인

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방사선 저항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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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D. radiodurans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대표적인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인 Deinococcus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하

여 방사선 조사 (10 kGy) 이후 2-D 분석을 한 결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DinB-like 

protein을 확보하 음.

3) 세부연구목표 : 방사선 조사식품, 공중보건 산물 및 국제교역 물품의 안전관리기술 및  

검역/품질보증기술 확보

   (1)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김치의 품질향상기술 개발 

   김치에 대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적용 연구는 크게 채소로부터 유래한 발효초기의 병원성 

미생물 제어와 적정 숙성도 유지기간의 연장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김치 담금 직후 SS agar 

(Salmonella, Shigella 및 enteric bacteria 선택배지) 분리균주는 10
4
 cfu/g의 수준으로 

pathogen의 오염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SS agar 분리균주는 발효기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자연적으로 사멸되었으나 발효 10일차까지도 검출되었다. 따라서 김치의 수출에서 발효초기 제

품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로 국제교역에서 검역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마선 

조사기술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치에서 분리된 enteric bacteria는 

Enterobacter agglomerans, Salmonella typhimurium, Alcaligenes xylosoxydans 등으로 동정

되었다. 한편 SS agar에서 분리된 enteric bacteria의 D 값은 0.3 kGy 내외이고 김치발효에 관

여하는 산생성 세균의 D 값은 0.9 kGy 수준이므로 조사선량에 따라 enteric bacteria와 산생성 

세균의 선택적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치의 감마선 조사가 김치의 양성분, 질감, 관능 등의 일반 품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미노산 및 유기산의 함량, 기계적 texture, 기계적 색도를 측정하

다. 또한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김치의 관능차이를 triangle test와 선호도 검사로 평가하

다. 감마선 조사 직후 김치의 아미노산 함량 및 조성을 분석한 결과 10 kGy 이내의 조사선량

에서 아미노산과 유기산 함량의 유의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 직후 김치의 

기계적 texture를 분석한 결과 10 kGy 이내의 조사선량에서 total force 및 share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 직후 김치의 L, a, b 값을 측정한 결과 5 kGy 이내의 조

사선량에서 색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0 kGy에서는 L값의 증가와 a값

의 감소가 관찰되어 김치의 색상변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감마선 조사 직후 김치의 pH

를 분석한 결과 10 kGy 이내의 조사선량에서 pH의 유의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감마선

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 시료의 관능평가 결과, 5 kGy 이내의 감마선 조사에

서는 비조사구와 조사구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 으나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김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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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의 90%가 차이를 인식하 다.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김치는 texture를 제외한 색, 

향, 맛 모두에서 5 kGy 이하의 조사 시료나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선호도가 낮았다. 따라서 

김치의 감마선 조사는 5 kGy 이내의 선량이 유효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치의 항균효과, 항산화효과 등의 기능성은 김치의 가장 유용한 품질특성이므로 감마선 조

사에 의하여 김치의 보존성을 확보하더라도 유용한 기능성이 파괴된다면 김치의 감마선 조사

는 산업적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10 kGy 이내의 감마선 조사에서 김치의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저해효과, xanthine oxidase (XOase)의 저해효과 등의 기능성은 그 

활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7). 마찬가지로 10 kGy 이내의 감마선 조사에서 김치의 

전자공여능과 DPPH radical 소거능, 그리고 김치의 항균성 등도도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구 사

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김치는 미생물의 발효작용으로 제조되므로 김치의 보존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

른 발효단계에서의 적절한 발효미생물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치의 발효초기와 적정 

숙성기 도달 이후로 구분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다음 어느 시기의 감마선 조사가 산업적 적용

에 적합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발효초기의 감마선 조사는 초기 발효미생물의 도를 낮추고 

post irradiation effect에 의하여 미생물의 생장을 지연시킴으로써 김치의 보존성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Fig. 8). 한편, 적정 숙성기 도달 이후에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 조

사선량에 따라 젖산균과 효모의 도가 낮아졌으나 산도의 상승 및 pH의 저하효과는 초기 조

사에 비하여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Lactate dehydrogenase 활성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발

효초기 감마선 조사는 젖산균의 생장 제어와 함께 LDH의 활성의 상승도 유의적으로 지연시켰

으나 적정 숙성기 도달 이후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에는 젖산균이 감소한 시료에서도 LDH의 

활성은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김치의 보존성 향상 목적을 위해서는 발효초

기의 감마선 조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김치산업에서 원료수급방식으로 중요

한 절임배추의 장기저장에도 감마선 조사가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2)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젓갈의 품질향상기술 개발

   창란젓갈의 위해미생물은 대부분 5 kGy 이내의 선량에서 제거되었으며 기존 제품의 염도

에 비하여 50% 내외의 저염화가 가능하 다. 또한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젓갈을 비롯한 발효

식품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민류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감마선 조사

된 멸치액젓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결과 그 안전성을 재확인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는 젓갈의 저염화, 위생화 및 미생물적 품질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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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된장의 혈전용해효소 활성과 미생물분포와의 상관관계 평가

   장류의 방사선살균을 위한 예비실험으로 전통된장과 공장산 된장 제품, 메주와 Koji, 그리

고 된장 발효공정에서의 혈전용해효소 활성과 microflora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다. 장류의 

Bacillus group 분포와 혈전용해효소활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fungal group 분포

와 혈전용해효소활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된장의 혈전용해활성은 된장 담금 이전의 

원료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메주나 Koji에서 유래된 혈전용해 효소는 된장의 발효과정에서도 

계속 활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전용해효소 활성이 높은 된장을 제조하기 위해서

는 메주나 Koji의 제조공정에서 효소활성을 유도하여 된장 담금 시 첨가하는 공정의 설정이 

유효할 것으로 제안하 다. 

   (4) 감마선 살균한 구운 계란의 미생물학적 유통기한 설정

   난 가공식품인 구운 계란의 포장유통을 목적으로 구운 계란 제조공정 중의 미생물 오염도

를 평가하 으며 미생물 살균방법으로 감마선 조사와 고온가압살균법을 비교하여 제품의 보존 

안정성 및 유효 유통기한 확보를 위한 살균 기준을 설정하 다. PE 포장지에 낱개 포장한 구

운 계란의 미생물 오염도는 일반세균 >10
4
 cfu/g, 대장균군 <10

1
 cfu/g, 곰팡이 포자 >10

2
 

cfu/g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미생물은 제품 포장과정에서의 2차 오염에 의하여 이염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의 보존성은 상온에서 1주일 이하 으며 121℃

에서 15 분간 처리한 고온가압살균 제품과 5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제품은 미생물학적

으로 상온에서 3개월 이상의 유통기한을 확보하 다. 관능평가 결과 5 kGy 이하의 감마선을 

조사한 구운 계란은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향과 맛에서, 고온가압살균 시료는 질감에서 다소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구운 계란의 상온 장기유통을 위한 감마선 조사는 5 kGy가,  유통기한은 상온 3개월이 

적정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5) 방사선 조사와 훈증 처리된 건고추의 저장 중 부위별 색도 및 관능특성

 건고추의 위생화 및 검역처리와 관련하여 감마선 조사(5, 10 kGy)와 훈증처리(MeBr, PH3)

된 건고추의 저장 중 기계적 색도(Hunter L, a, b, △E) 및 관능적 품질을 평가하 다. 건고추

의 가공형태에 따른 비교에서 통고추는 실온 저장 중 높은 명도(L) 값을, 분말 고추는 높은 적

색도(a) 값을 유지하 다. 건고추 부위별 시료의 색도에 대한 감마선과 훈증 처리의 향에서 

처리 직후에는 전반적인 색차(△E) 값이 크지 않았으나, 저장 8개월 후 통고추는 PH3 훈증군

이, 분말 고추는 5 kGy 조사군이 각각 높은 적색도를 보 다(p<0.05). 감마선 조사 건고추 과

피의 적색도는 저장 8개월에 크게 감소하 으며, 훈증 처리된 시료에서도 유사한 변화를 보

다. 건고추 씨의 황색도(b)는 10 kGy 조사군이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p<0.05), 저장 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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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됨에 따라 처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고추 및 분말고추의 관능적 

품질은 상업적 조건의 감마선 및 훈증 처리에 의해 거의 변화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이 경과

할수록 대조군에 비해 높은 관능평점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감마선 및 훈증 처리 시 

통고추 형태보다는 분말고추에서 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5, 10 kGy)와 훈증처리

(MeBr, PH3)된 건고추의 저장조건(실온, 8개월)에 따른 미생물학적, 수분함량, 기계적 색도 및 

흡광특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처리구별 미생물 농도에서 무처리 시료의 총세균은 분

말 고추 4.8×10
5 

CFU/g, 통고추 1.8×10
2
 CFU/g 수준이었고, 효모 및 곰팡이는 분말 고추 

1.7×10
5
 CFU/g, 통고추 5.0×10

2
 CFU/g 수준으로 통고추에 비해 분말 고추가 높은 미생물 농도

를 나타내었다. 화학 훈증제는 살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5 kGy 범위의 감마선 조

사는 모든 미생물 농도를 2∼3 log cycle 이상 감소시킬 수 있었다. 건고추 과육 추출물의 흡

광특성은 처리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외피의 명도(L)는 처리직후 10 kGy 조사군과 MeBr 처리

군에서 적색도(a)와 황색도(b)는 감마선과 훈증처리군에서 각각 낮은(p<0.05) 값을 보 으나 

저장 4개월 이후에는 무처리군과 처리군간에 유의적이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기간은 시료의 색

도변화에 유의적인 향을 나타내었다.

   (6) 교역대상 모델농산물의 수출입, 검역관리 현황 분석과 검역유기체 사멸 및 유전특성 비

   교역대상 모델농산물(수입곡류 등)의 수입 및 검역현황 및 검역(검사)시 불합격 현황과 훈

증실적을 조사하고, 대상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 허가 현황을 조사․분석하 다. 수입곡류, 다류 

등의 대표적 검역관련 해충(쌀바구미, 화랑곡나방)의 감마선/훈증처리 감수성 비교와 완전사멸

에 요구되는 적정 치사조건을 확보하 다. 검역대상 해충 화랑곡나방의 사멸 과정에 나타나는 

형태적 변화와 성장, 산란, 및 부화 등 생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의 조사선량 의존성을 평

가하 다. 또한 감마선 처리 후 해충의 체 단백질 비교와 해충 genomic DNA 절편율

(fragmentation), 유전자 발현율 비교 분석하 다.

   (7) 검역처리(방사선 조사/훈증처리) 모델농산물의 품질차별화(2)

   다류(녹차, 홍차, 우롱차)의 오염미생물과 검역 관련 해충은 감마선 조사(5 kGy)에 의해 완

전 사멸되었으나 현행 훈증법은 살균효과가 없었다. 처리 다류의 이화학적 품질은 비교적 안정

하 고, 다류의 생리활성 성분(페놀화합물, 카테친, 카페인, 플라보노이드, EDA, 과산화수소 소

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등)은 감마선 조사구에서 대조구와 차이가 없이 매우 안정하 다. 관능

평가에서  훈증 처리군에서 색>향기>전반적 기호도 순으로 좋지 못한 평점을 나타내었다

(p<0.05). 방사선 조사된 다류의 유통 및 수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검지관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PSL, TL, ESR), 화학적 (HC), 미생물학적(DEFT/APC) 검지물질(markers)들의 

확인시험과 분석조건을 확립하여 처리 후 실온에서 1년 간 저장 후에도 방사선 조사 여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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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가능하 다. 이들 분석법들을 시료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수의 미지시료

(unknown samples)의 신속한 검지를 위한 다중검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8) 절임배추의 방사선 살균 및 장기보존

  절임배추의 보존성을 증진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소 1 

kGy의 방사선 조사선량에서 제품의 품질특성에 변화를 주지 않고 보존성을 2배 이상 증진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하 음.

  (9) 방사선 조사에 의한 된장의 biogenic amine 저감효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 내 독성물질 저감화 연구의 일환으로, 방사선 조사에 따른 된장의 

biogenic amine 저감효과를 살펴본 결과 염도 10% 이하의 저염된장에서 BA의 제어효과를 확

인하 음.  

  (10) 차(tea)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

  차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물리적 검지방법인 TL, PSL, ESR 방법과 

생물학적 검지방법인 direct epiflourescent technique/aerobic plate count (DEFT/APC) 방법의 

적용여부를 평가하 다. 실험결과 TL은 정성분석이, PSL과 ESR은 정량분석이 가능하 으며 

DEFT/APC 방법도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다.

  (11) 방사선 조사 김치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방사선 조사 김치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AMES test, chromosome 

aberration test, micronucleus test에서 20 kGy의 조사에 의하여 유전독성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하 음. 

  (12) 감마선 조사 건조 양파의 향기성분 분석

  감마선 조사된 건조 양파의 향기성분을 GC-MS로 분석한 결과 다수의 향기성분에서 독특한 

증감현상이 확인되었음. 

  (13) 모델교역식품(인삼)의 예비교역 시험과 검지특성 다중시험

  수출전략 홍․백삼제품류(분말, 엑스, 캡슐, 정차, 절편 등)에 대한 감마선 처리 후 air-cargo

와 sea-cargo에 의한 미국(아이오와주립대학)으로의 예비수송시험을 실시하고 품질평가 인자

를 공동 설정하여 상품적 품질을 비교 평가하 을 때 감마선 조사군은 미생물학적 품질을 개

선하면서 비조사 대조군과 상품적 품질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단, 캡슐의 경우 포장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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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상에 변화가 발생). 감마선 처리 인삼의 안전한 교역관리를 위한 검지방법을 확보하고자 물

리적(PSL, TL, ESR), 화학적(HC, ACB) 분석조건을 설정하고, 다중검지와 품목별 검지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14) 검역유기체 지료확보

   주요 교역대상 농림산물 중 두류/곡류/건고추/다류/인삼/밤/사과 등의 주요 검역관련 충(응

애류, 도토리/밤바구미, 복숭아명나방, 팥바구비, 화랑곡나망, 쌀바구미 등)들의 수집, 분류, 동

정 및 대량사육시험 자료를 확보하 음. 아울러 충태별(life stage) 방사선 감수성을 기존 검역

처리법인 훈증법(methyl bromide 등)과 비교 평가하고 적정 치사선량(mortality dose)을 확인

하여 대상 해충별/농산물 별 방사선 검역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 음.

   (15) 검역처리 (방사선 조사/훈증처리)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검역처리 건고추의 품질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처리구별 시료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을 HPLC에 의해 측정한 결과, Table 13과 같이 각각 21.73∼28.71 mg％

와 10.05∼12.29 mg％의 범위로 나타났다. Capsaicin의 경우 PH3 훈증과 10 kGy 조사구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 으며, 저장 중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나 실온 8개월 이후에서 상당

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 다. Dihydrocapsaicin의 경우 대조구와 조사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

으나 훈증구에서는 낮은 값을 보 다. 저장 중 변화에서 capsaicin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었

으며, 무처리 시료를 제외한 감마선 및 훈증처리 시료에서 감소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dihydrocapsaicin의 경우에도 8개월 후 대조구와 유사하 다. 다류(녹차)의 폴리페놀성 화합물

로서 catechin류 조성을 HPLC로 분석해 본 결과, Table과 같이 검역처리 직 후 epicatechin 

gallate는 처리구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나머지 gallocatechin, catechin 및 epicatechin 함량은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구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나 훈증 처리구에서는 유의적인 함량 차이가 나

타났다.

   (16) 미국산 육류의 방사선 조사후 냉동 저장시의 변화

   미국산 방사선 조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진공 포장하여 냉동 저장하면서 화학

적 특성[지방산패도, off-odor, gas production, volatiles, hydrocarbons(HC), 2-alkyl 

cyclobutanones(ACB) 등]을 모니터링 하 을 때 HC, 2-ACB와 더불어 methane의 생성이 방

사선 유도 화합물로 검출되었다. Methane의 생성은 방사선 조사 소시지의 방사선 유도 특이 

성분으로서 조사선량에 의존적인 결과를 보인다. 신선육을 방사선 조사하기 전후에 cooking을 

하 을 경우 그의 생성량은 Table 15와 같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며, cooking timing의 향

은 유의적이지 않았고 육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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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방사선 조사 건조수산물의 Korea-India 예비교역 평가시험;

   방사선 조사 후 건어물의 교역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orea (KNU/KAERI) - India 

(BARC)간에 공동연구로 수행된 예비수송시험 경과를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관능적/상품적 측

면에서 종합평가하고 교역에 필요한 품질관리기술(identification)의 하나로써 다중판별체계

(screening-verification method)를 확보하여 국제학회에 발표하 다. 

4) 세부연구목표 :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 허가품목의 검지조건 최적화 및 검지 표준 공전

법 수립

   (1) 물리적 방법 (ESR)에 의한 방사선 조사 건조채소의 검지

 국내에서 각종 가공식품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건조채소(양배추, 시금치, 당근, 쑥, 참마)를 

대상으로 1, 5 및 10 kGy의 
60
Co 감마선을 조사한 후,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free 

radical을 측정함으로써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과 저장기간에 따른 조사여부 확인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조사 직후 감마선 조사된 건조채소에서는 비조사 시료와 비교하여 신호 크기의 차

가 커서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모든 적용선량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 크기

가 증가하 으며, 조사선량과 ESR 신호 크기와의 상관계수인 R
2
값은 0.9698∼0.9915의 높은 값

을 나타내었다. 9주간의 저장기간 동안 신호의 안전성은 쑥이 가장 양호하 고, 그 다음으로 

당근, 참마, 시금치가 6∼9주까지 조사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배추는 4주 이후 신호가 거

의 남아 있지 않아 ESR 신호의 차이를 이용한 비조사 시료와의 구별이 어려웠다. 방사선 유도 

ESR 신호의 안정성은 저장조건에 의해 향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효과적인 검지를 위해 

저장시료의 재현성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2) 생물학적 (발아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과일류 검지

 생물학적 방법인 발아법으로 과일류의 방사선 조사 여부를 검지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

다. 과일류는 사과, 오렌지, 레몬을 0.1, 0.3, 0.5, 0.7, 1.0 kGy의 조사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

으며 조사 후 7일 동안 순의 길이를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발아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시료는 7일 동안 지속적인 길이 성장을 하 지만, 방사선을 조사한 과일은 상대적으로 순

의 길이 성장이 억제되어 3일에서 5일 이후에는 방사선 조사시료와 비조사 시료의 구분이 가

능하 다. 

   (3) 화학적 방법 (GC)에 의한 방사선 조사 대두의 검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상용되는 식물성 식품 중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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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방사선 조사하여 생성되는 탄화수소를 검출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탄화수소

의 종류와 양을 통해서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대두를 볶거나 대두를 

볶은 후 빻아 만든 대두가루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탄화수소류가 방사선 조사 여

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대두는 볶기, 빻기의 처리

유무에 따라 1) 방사선 조사군 (Irr), 2) 방사선 조사 후 볶기군 (Irr-Rst), 3) 볶은 후 방사선 

조사군 (Rst-Irr), 4) 볶기와 빻기 후 방사선 조사군 (Rst-Grd-Irr), 5) 방사선 조사 후 볶기와 

빻기군 (Irr-Rst-Grd)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 다. 방사선 조사선량은 0.5, 1, 5, 10 kGy 이

었다. Irr군의 비조사 시료에서는 linoleic acid와 oleic acid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탄화수소 

C17:2, C16:3, C17:1, C16:2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0.5 kGy 이상 조사한 시료에서는 검출되었으며, 조

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검출량도 증가하 다. Rst-Irr군과 Irr-Rst군의 경우 탄화수소 C17:2, C16:3, 

C17:1, C16:2가 조사시료에서 검출되었고 Irr군과 비교하 을 때 검출량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

계적 유의성 (p<0.05)은 보이지 않았다. Rst-Grd-Irr군과 Irr-Rst-Grd군의 조사 시료에서 C17:2, 

C16:3, C17:1, C16:2가 검출되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함량이 증가하 다. 이 중 

Rst-Grd-Irr군의 조사시료에서 검출되는 C17:2와 C17:1이 Irr-Rst-Grd군에서보다 유의적으로 낮

게 검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대두와 대두가루를 방사선 조사하 을 때 생성되는 주요 탄화수소

는 C17:2, C16:3, C17:1, C16:2로 모 지방산 함량이 많으면 검출량도 많았으며,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

아질수록 탄화수소류의 검출량도 증가하 다. 볶기나 빻기 처리를 한 군에 있어서도 방사선 조

사에 의해 생성되는 탄화수소류의 패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두와 대두가루의 방

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탄화수소류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볶기나 빻기 등의 처

리를 한 경우에도 이들 탄화수소류를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4) 국내 허가식품의 안전관리 다중검지기술 체계 확립

    방사선 조사 허가 식품에 대한 다중검지기술 체계 확립을 위하여 수입 또는 국내산 향신

료를 모델로 하여 방사선 조사선량과 저장 기간에 따른 다양한 방사선 조사 검지 방법의 효과

를 연구하 다.

   (5) 미생물학적 방법(DEFT/APC)에 의한 방사선 조사 향신료의 검지 

수입 향신료 (검은 통후추, 검은 후춧가루, 흰 후춧가루, 마조람, 다임)와 국내산 향신료 (고

춧가루, 마늘, 양파가루, 생강)에 1, 3, 5, 7, 1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DEFT/APC 방법으

로 검지 가능한 방사선 조사선량을 결정하 다. 수입 향신료의 경우 DEFT/APC 비율이 2.0 

또는 2.5 이상이면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 이상이면 적어

도 5 KGy 이상, 3.0 이상이면 10 KGy 이상 조사된 시료임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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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산 향신료의 비조사 시료는 DEFT/APC 비율 2.0 이하의 값을 보 으며 5 KGy 이상

일 때 3.0 이상의 값을 보여 방사선 조사여부 및 선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므로, DEFT/APC 방법은 향신료의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TL과 DEFT/APC 방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향신료의 검지

   파, 양파, 생강을 각각 0.0, 0.3, 0.6, 0.9 kGy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고, 검지유무를 확인하

기 위해 생물학적 방법인 DEFT/APC 방법과 물리적 방법인 TL을 이용하 다. DEFT/APC 

결과, 조사와 비조사 시료간에 log DEFT/APC units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의 방사선 조사 유무 검지에 DEFT/APC 방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TL intensity 는 방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으며, 조사 시료는 150 

- 200 °C 사이에서 TL intensity가 최대점을 나타내어 전형적인 TL 불꽃 곡선을 보 다. 한

편, 표준화를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에서 얻은 불꽃 곡선비를 비교한 결과, 조사시료의 1차 불

꽃곡선(GRI)과 2차 불꽃곡선 (GRII)의 면적비율 (GRI/GRII)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된 시

료를 구분시킴으로서, TL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된 시료의 검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7) ESR에 의한 방사선 조사 수입 향신료 검지

본 연구는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된 수입산 향신료 3종의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ESR 신호 크기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수입산 향신료 3종(겨자, 오레가노, 

월계수)에 0, 1, 5 및 10 kGy의 Co-60 감마선을 조사한 후, 이를 시료로 Bruker-EPR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ESR 신호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조사 직후 감마선 조사된 수입 향

신료는 조사시료에서 특유의 신호를 나타내어 비 조사시료와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다. 모든 

적용선량 (1∼10 kGy)의 범위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 크기와의 상관계수인 

R
2 
값은 0.9939∼0.9993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수입 향신료 3종은 일정기간 후에도 감마선 

조사로 생성된 ESR 신호가 남아있어 상온에서 12주 후에도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방

사선 조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8) Real time PCR을 이용한 새로운 방사선조사 검지기술 개발 가능성 탐색 

   식품원료인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DNA는 방사선에 의하여 파괴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파괴 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함으로써 기존의 검지 방법들을 개선하고 보다 간편한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PCR 기술을 적용하여 기초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단계

에서는 1차적으로 DNA 염기 조성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 정도를 real time PCR 기기를 이용

하여 정량하 다. Salmonella의 chormosomal DNA에서 GC content의 비율이 30% ~ 7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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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되는 각각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이들의 방사선 감수성을 TE buffer 내에서 측정하 다. 

8개의 AT-rich 유전자와 7개의 GC-rich 유전자를 동일한 mole 비로 혼합하여 방사선 감수성

을 측정한 경우에는 GC content가 약 70%에 해당하는 유전자들만이 3 KGy 이상의 조사선량

에서 다른 유전자들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파괴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

만, AT-rich 유전자가 증폭하고자 하는 유전자에 비하여 buffer 내에 과량 포함된 경우에는 

(≧100) 동일한 농도의 GC-rich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파괴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in vivo 내에서도 AT-rich 유전자가 수 kb 이상 존재하

을 경우 이들의 방사선 조사 감수성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유전자들과 다를 수도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 다. 

 

   (9)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 개발 및 확립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지기술의 개발 및 확립에 관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현, 식품공전 제 3, 6, 7)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

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

분에 대한 방사선 조사검지 표준시험법 확립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국내외 연구내용 및 조사식

품의 검지시험법안 등을 비교 분석하여 물리적 검지, 화학적 검지, 생물학적 검지 시험법 등의 

주요 시험법을 표준시험법으로 구축한 다음, 각 품목(군)의 최적시험법을 지정하고, 원료의 전

처리, 시험방법, 결과의 평가 등 각 품목(군)별로 특이적인 내용은 별도 세항으로 규정하는 방

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표준시험법은 일반적으로 1) 기기, 2) 시약 및 시

액, 3) 실험방법 또는 기기조작, 4)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이 포함되도록 하 으며 향후 가칭 “방

사선조사식품의 검지 표준시험법”(안) 제정과정에서 보다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

다. 연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여 향후 식품공전의 조사식품 검지시험법 제정에 활

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현재까지 도출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시험법(안)의 기본체계는 

아래와 같다. 

Ⅰ. 물리적 측정 방법 

1. 열발광(thermoluminescence) 측정법

1.1. 기기 

1.2. 시약 및 시액 

1.3. 시험방법

1.4.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2. 광여기(photoluminescence) 발광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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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유기(free-radical) 측정법

Ⅱ. 화학적 방법

1. Hydorcarbones 측정법

2. 2-alkylcyclobutanones 측정법

Ⅲ. 생물학적 방법

1. 미생물 검지방법 (DEFT/APC screening method)

2. DNA 측정법 (Comet Assay)

최종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정된 방사선조사 허가품목의 검지시험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 다. 

■ 건조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Ⅰ. 물리적 검지방법, 1. TL 법 및 

3. ESR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Ⅰ. 물리적 검지방법, 

3. ESR 측정법과 Ⅱ. 화학적 검지방법, 1. Hydrocarbon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Ⅰ. 물리적 검지방법, 2. PSL 

측정법 및 3. ESR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Ⅰ. 물리적 검지방법, 2. PSL 측정법 

및 3. ESR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10) 기타 식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감마선 조사된 인삼 (1.0, 3.0, 5.0, 7.0 kGy)에 대한 Thermoluminescence (TL)검지 결과 

TL signal은 180-200℃ 전후에서 나타났으며, 조사된 인삼에 대한 정상화된 TL1/TL2의 ratio

는 0.5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signal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TL의 검지기술은 인삼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 다.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된 수입산 향신료 3종의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ESR 신호 크기의 

변화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조사 직후 감마선 조사된 수입 향신료는 조사시료에서 특유의 신

호를 나타내어 비 조사시료와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다. 모든 적용선량 (1∼10 kGy)의 범위에

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 크기와의 상관계수인 R
2 
값은 0.9939∼0.9993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수입 향신료 3종은 상온에서 12주 후에도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방

사선 조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건고추의 방사선 조사 여부 판별법을 연구하고자 부위

별(분말, 과피, 씨, 줄기) 전자스핀공명(ESR)을 분석한 결과, 조사시료에서는 비조사 시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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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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12주 후에도 측정이 가능하 다(Fig. 13).  GC-MS에 의

해 고춧가루 지방질로부터 hydrocarbon류를 검출한 결과, 조사 시료에서는 비조사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은 1-tetrade cene(14:1), 1,7,10-hexadecatriene(16:3), 1.7-hexadecadiene(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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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되었고 저장 8개월 까지도 검출이 가능하여 방사선 조사 marker로써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Electron Spin Resonance (ESR) 그리고 

Thermoluminescence (TL)분석 방법으로 국내 유통 중인 수입 향신료의 감마선 조사여부를 평

가하 다. PSL에 의해 1차 실험을 실시한 결과 분쇄 thyme 그리고 bay leaves에서는 의심이 

가는 photon count값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향신료에서는 감마선 조사 음성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된(1.0, 3.0, 5.0, 10.0 kGy) 향신료에 대한 검지실험에서 PSL, TL, ESR 분석이 모

두 유효하 다. 국내에서 각종 가공식품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건조채소 (양배추, 시금치, 당근, 

쑥, 참마)를 대상으로 ESR spectroscopy를 이용한 검지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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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하 다. 신선 파, 양파, 마늘의 TL 및 

DEFT/APC 분석에서 생물학적 검지방법인 DEFT/APC 분석은 유의적인 검지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리적 검지방법인 TL법은 유의적인 검지특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발아억제, 위생

화 등을 목적으로 한 신선채소의 저선량 방사선 조사에서는 TL법의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11) ESR 및 PSL 분석법을 이용한 장류제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품으로 방사선 조사 검지시험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류분말, 고추 

등에 대한 검지시험법은 자체연구 수행을 통하여 확보하 으며 그 결과를 된장분말, 고추장분

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에 대한 적정 검지시험법으로 지정하 다. 분말장류

의 PSL 분석에서 분말된장, 분말간장, 분말고추장은 비조사 시료와 감마선 조사시료의 구분이 

가능하 으며 분말청국장은 5 kGy 이상에서 판별이 가능하 다. ESR의 경우 분말된장, 분말

간장, 분말고추장은 symmetrical multiple line이 관찰되었으며 청국장은 paramagnetic center

에서 single signal이 나타났다. 한편, ESR 은 10 kGy 조사선량 범위 내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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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감마선 조사제품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연구

   감마선 조사된 건마늘의 휘발성 유기성분을 비교분석하 다. 건마늘의 휘발성 유기성분 중 

methyl propyl trisulfide는 조사 후 8.561 mg/kg에서 0.391 mg/kg으로 감소하 다. 특히, 주요 

황화합물 중 diallyl disulfide에 대한 diallyl trisulfide의 비율과 3-vinyl-4H-1,2-dithiino에 대한 

2-vinyl-4H-1,3-dithiin의 비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되

지 않은 건양파와 3, 10 그리고 20 kGy로 조사된 건양파에서 각각 32, 42, 49 그리고 48 종의 

화합물을 동정하 으며, ester류, aldehyde류, ketone류, alcohol류 그리고 함황화합물로 확인되

었다. 함황화합물류는 비조사와 선량별로 조사된 건양파에서 주요 화합물로 확인되었으며 선량

별로 다른 차이를 보 다. Propanethiol, methyl propyl trisulfide, propenyl propyl disulfide 그

리고 dipropyl trisulfide와 같은 주요 황함유 화합물들은 10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 비조사구

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20 kGy의 고선량에서는 특이적으로 감소하 다. 그리고 비조

사와 조사된 건양파에서 많은 함량으로 검출된 2-methyl-2-pentenal 과 hexanal은 주요 함황

화합물류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dimethyl disulfide 와 dimethyl trisulfide는 10 kGy

까지는 감소하다가 20 kGy에서는 증가하는 다른 경향을 보 다. 비조사 및 조사건부추에서 

S-compound류(20종), alcohol류(8종), aldehyde류(9종), 기타화합물(8종) 등 총 45종의 동일한 

화합물이 동정되었으며,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 내 유기화합물의 총량이 감소하 다. 

dimethyl disulfide와 dimethyl trisulfide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함량이 감소하

으며 20 kGy에서는 특이적으로 증가하 다. 비조사된 건고추와 방사선 조사된 건고추의 휘발

성 유기성분을 분석하여 조사 후의 휘발성 유기성분의 변화를 확인하 다. 건고추의 대표적인 

휘발성 화합물로는 pyridine, furfural, benz- aldehyde, linalool, δ-nerolidol, (E)-β-caryophyllene, 

α-curcumene 및 α-zingibirene 등이었으며,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함량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동정된 화합물 중 1-hepten-3-ol 의 함량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점점 

감소하 다. 특히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은 방사선 조사된 건고추에서만 검출되었

으며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그 함량이 점차 증가하 다.

   (13) 난분 및 장류제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품으로 방사선 조사 검지시험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류분말, 고추 

등에 대한 검지시험법은 자체연구 수행을 통하여 확보하 으며 그 결과를 된장분말, 고추장분

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에 대한 적정 검지시험법으로 지정하 다. 분말장류

의 PSL 분석에서 분말된장, 분말간장, 분말고추장은 비조사 시료와 감마선 조사시료의 구분이 

가능하 으며 분말청국장은 5 kGy 이상에서 판별이 가능하 다. ESR의 경우 분말된장, 분말

간장, 분말고추장은 symmetrical multiple line이 관찰되었으며 청국장은 paramagnetic center

에서 single signal이 나타났다. 한편, ESR 은 10 kGy 조사선량 범위 내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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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제적으로 방사선 조사 검지시험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난분에 

대한 검지시험법을 확보하여 검지시험법으로 지정하 음. 

Ⅴ.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 이용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 개발 과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

구가 수행된 것임. 확보된 연구결과는 GMP 및 HACCP에 기초한 GIP 기준의 공정기술 

및 관리기준으로 정리하여 국내 방사선 조사 공중보건제품의 생산, 유통, 품질보증 및 안

전관리 기술로서 활용 중이며 향후 계속적인 기술확산을 실시할 것임

○ 방사선 조사 공중보건제품의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안전성 및 안정성 연구결과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술마케팅 자료로 활용함 (현재 국내에서 감마선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 수는 300여개 사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방사선 조사 후 생존 미생물의 독성학적, 환경․생태학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 Radiation 

therapy 연구 등의 RT/BT 융합기술 연구분야는 방사선을 이용한 유용 유전자원 개발, 미

생물 및 유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방사선유전체학(Radio-Genomics) 연구로 발전시켜 국

가연구개발과제로 계속 수행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기준 연구결과는 시험법의 공전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검

지기술의 시험법확보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수출, 유통개선, 산업적 이용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수입농산물의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국내 관련 산업기반의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국제 교역 물품의 검역 수단으로서의 방사선 이용연구는 국

제교역에 따른 유기검역체의 제어기술로 활용될 것임. 이 기술은 향후 생물테러에 대비한 

물품의 검역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 파생된 특허기술 3건(저염장류 제조기술, 낚시떡밥 제조기술, 생물표본 제조기

술)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사선융합기술(RFT)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2년 이

네에 실용화 및 기술이전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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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Assurance Technology by 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1. Ultimate Goal

 ○ Development of radiation sterilization process of public health products

○ Development of RT/BT fusion technology 

 ○ Secure a detection and quarantine system of irradiated food

 ○ Contribute to a improvement of national public health levels 

  

○ Development of hygienic technology of five groups of public health products (disposable 

medical product, medicines, oriental herb medicines, cosmetics, foods) 

 - Monitoring of the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the products

 - Standardization of industrial GIP radiation sterilization process connected with GMP 

and/or HACCP standards

 - Examination of a functional, toxicological, chemical and physical safety and stability of 

the irradiated products

 - Development of new and/or improved products 

○ Examination of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radiation on microbes, ecological and 

toxicological safety of survived microbes after radiation treatment, basic research for  

radiogenic therapy using a RT/BT fusion technology and finally, secure a radiation 

inducible promotor

○ Standardization of a detection and quarantine system of irradiated food and leg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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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detection protocols 

○ Development of certification systems of irradiated food and public health products 

connect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GMP, HACCP and ISO etc. 

2.  Importance of the Project

○ A disease development through the public health goods contaminated pathogenic 

organism has lead to the hazard to human health as well as the direct/indirect 

economical and social loss. Moreover, to prevent the productivity decline due to and the 

disuse of products passed the expiration date,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assurance technology by radiation is critically needed.  

○ It is well known that radiation technology is a very efficient technique for the sanitation 

of public health goods, so radiation processing becomes worldwide. However, because 

the domestic research is an elementary stage, there is no systematical basis for the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into the hygiene of public health goods. This project 

a technical, systematical, and administrative foundation of the sanitation of public health 

goods.  

○ Fusion technology of radiation technology (RT) and bio technology (BT) including the 

evaluation of radiation-effect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involved in the public health, 

mutant strain generated by radio-mutation, and screening of radio-inducible genetic 

resources may have the results of technology level-up with a following economical 

profits. 

○ Irradiated foods produced by an food-exporting country such as U.S., EC, and China are 

commercially traded in international market. The working groups on irradiated 

foodstuffs of the European and Americ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have already 

established each own standard for the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foods, while domestic 

standard has not been prepared. This institutional inertia caused a restraint on the 

international trade of domestic irradiated-products and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public health field. Therefore, the official methods for detection of irradiate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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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of standard regulation,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are required to 

regulate irradiation process.  

○ This is a technology-intensive project, which aims the peaceful use in nuclear energy 

and development of environmental-friendly hygiene processing of public health goods for 

the improvement of national living. And als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in industry  

(1) Technological Aspects

○ The chemical fumigants (ethylene oxide, methyl bromide, and etc.) or preservatives 

(antiseptics), which have been used for pasteurization and disinfestation of public health 

goods, have many problems in environment and human health. The use of those 

chemicals is prohibited or will be done near future and quality standard of public health 

goods will be more restricted. Since radiation technology is an efficient alternative 

method for hygiene of public health goods, evaluation of safety from domestic research 

group is required.   

○ It is required to develop the method of industrial pollution-free sanitation procedures 

into GIP (Good Irradiation Practice) by complying with GMP (Good Manufacturing 

Process) and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  First of all, insurance of safety and healthiness of irradiated products is required to 

apply the radiation for the sanitation and quality guaranteed technology. Especially, 

preservation of native characteristics and estimation of toxicological safety is essential 

for a series of products, such as pharmaceuticals, a medicine prepared from crude 

drugs, and cosmetics. 

○ Evaluation of physical and chemical safety of irradiated public health supplies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Therefore, a research dealing with verification for an application in 

the domestic industry is desirable. 

○ Besides sanitation of public health supplies, a radiation and biotechnology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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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high value added product related with 

bio-industry, such as diagnosis kit, is also required.

○ Exposure dose of food and public health supplies is determined by the radiation 

influence of target products and radiation resistance and variation in radiation sensitivity 

of microorganisms at different conditions. Therefore, the complete sterilization often 

failed in some cases. 

○ Despite repeated reassurances of the safety of food irradiation such as radiological 

safety, toxicological safety, microbiological safety, and nutritional adequacy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committees, there are some arguments against the irradiation of 

food. One of the important issues related to microbiological safety of irradiated foods is: 

Could mutations in surviving pathogenic organisms make them more pathogenic ?  

However, there is little experimental information on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surviving pathogens after irradiation. For the consumer acceptance and promotion of the 

use of radiation technology in industry,  the study of an irradiation-induced enhanced 

pathogenicity of food-borne microorganisms and radiation-induced mutation a concern 

with respect to increased virulence will be necessary. 

○ Radiation processing is an economically viable technology for reducing post-harvest 

losses, extension of shelf life of perishable commodities, improvement of hygienic quality 

of foods and inactivation of food-borne pathogens and parasites. Therefore, irradiation 

may be used to mask unhygienic conditions of food production such as unsanitary 

slaughtering and processing practices for meat and poultry. The RT/BT based 

technology such as immuno assay and real-time PCR is likely to be used a quality 

control and quality certifying technique to know if the irradiated products are processed 

by GMP, HACCP, and GIP standard.  

○ The majority of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on food biotechnology, agriculture, and 

medicine are actually focused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improvement technique at a macro level. Because the international research phase of 

RT/BT fusion technology is still introductory, the investigation and screening of 

radio-inducible genes can lead to the prior occupation on the field of RT/BT 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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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from a scientific and industri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the utilization of microbial genetic resources and develop a 

new model of RT/BT fusion technology.  

○ The standardization of radiation process has been progressed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the American Institute of Food 

Technologists and health authorities of approximately 40 countries. Recently, the 

harmonized regulation of radiation process for the international commerce of irradiated 

products is about to be prepared, so the domestic standard is required for the national 

interests in era of World Trade Organizaition (WTO).

○ To enlarge the use of radiation technology in food industry, it is required to meet the 

higher consumer standard and to develop the processing procedures for safe and 

wholesome food. Establishment of regulation related with detection methods of irradiated 

foods as well as the assurance of the safety and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 is 

prerequisite for a consumer acceptance. 

○ International trade of irradiated products will be increased dramatically. The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EU have already carried out the detective system based on 

the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Thus effective detection system of irradiated foods in 

quarantine treatment should be instituted. 

○ The toxicological and microbiological safety as well as the nutritional adequacy of 

irradiated food have been demonstrated by national and international expert committees. 

A further survey of the detection of food irradiation is meaningless. It is more better 

that based on the collection, analysis, and validation of previously reported data about 

the detection methods of irradiated foods, set up the standard analysis method approved 

by the agencies concerned,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standard method 

is likely to be used the distribution control and quality assurance of irrdiated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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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conomical and Industrial Aspects

○ Although the improvement of public hygiene and health, the economical loss and the 

direct/indirect productivity decline due to pathogenic outbreaks is increasing; 3.8 ~ 4.3 

billion dollar of economical loss in the U.S). Currently, a disease development through 

the public health goods becomes a emerging international issue; the death of people by 

the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of medicine, medical supplies, and public health goods 

and a widespread of infectious disease by contaminated fodder.

○ The occurrence of like this disease together goes over the citizen healthe of the home 

country and the level of hygiene and threatens a state economy as shown in the case 

of mad cow disease of Europe and/or example of the SARS of China.

○ To meet the opening of economic structure and an internationalization of WTO/UR/NR, 

the public healthcare product production of added value is essential in getting the 

industrial competitive strength. For this, the hygienic product production or new product 

development by using a irradiation are necessary.

○ Irradiation facility could be applied with multipurpose not only in food processing 

industry, storage, pharmacy, hygiene related product sterilization but also in various 

industry field. At present, a gamma radiation facility in domestic is in operation for 24 

hours in addition to the other facility that in test operation from 2002 June 7th. The 

development of hygienic technology for the public healthcare product by using radiation 

is the necessary for the magnification of the domestic irradiation facility construction as 

social overhead capital. 

○ With development of alternative medicine, the importance on both the herb medicine and 

the plant resources is being more emphasized. The development of hygienic technique 

and processing technique of herb medicine by using radiation is essential technique in 

efficient application of the herb medicine plant resources. In case of oriental medicine 

science in domestic, due to the plant resources are frequently used and hereafter the 

possibility that the industry of field will grow up with world-wide market, a radiation  

technique of the related field must be sec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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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terilization or processing technique by radiation on an diagnosis kit for 

medical/BT industry and for research purpose only was secured considerably through  

the research of the foodstuffs and medical field. The BT related product production 

using an irradiation technique is the promising industrially. With the RT together with 

the technique of the BT/NT, the added value product production is possible and the 

effect of the prime cost curtailment and storage improvement by process improvement  

is expected.

○ Although the application parts of the microbe is becoming larger at the industry of 

medical science, engineering, agriculture, environment and the foodstuffs with 

advancement of the microbiology and life science technology,  DNA technology 

generally takes the long time for development and moreover the development cost is 

big and even after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leted, the industrial application is 

actually difficult. Consequently,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ial microbe by a RT/BT 

fusion technique is necessary.

○ The RT/BT fusion technique that is planning from this research are to secure the 

radiation resistance or the radiation induction characteristic gene and as well as to 

develop the industrially useful strain based on the reaction of the genes against 

radiation. Thus, the industrial application is greatly expected in the furture radiation 

medical science and BT industry sector.

○ For industrial usage augmentation of the irradiation foodstuffs, it is essential to secure 

the detection technique and code that can manage efficiently. 

○ The system development for the safty security and a quality assurance of the 

irradiation product is necessary against the import and export strategy g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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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cial and Cultural Aspects

○ According to the IMRP report (2003, Chicago), about 50% of public health supplies 

including domestic cosmetic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supplies of the USA are 

irradiated by γ-ray(80%) and electron beam(20%).

○ Increased standard of living reinforced the sanitation level of foods and public health 

products. Therefore, development of a sterilization technology of the public health 

related products is essential to improve the national health and economic productivity. 

○ Diffusion of radiation technology is impossible without a national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receptiveness of consumers on irradiation. Thus, the research on the 

safety of irradiated public health supplies is inevitably required. 

○ The research on the sanitation of public health products using radiation is an effective 

way to promote the national interest on the peaceful application of atomic energy. 

○ Exposure dose of food irradiation is limited by the purpos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apprehensions about mutagenic effect on the microorganism survived after 

irradiation have been suggested. However, the research on this field has been rarely 

studied than the research concerning the nutritional and toxicological safety of irradiated 

foods. Thus, the clear answer for the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effect of survived 

microorganisms after irradiation is still a subject. Therefore, the solutions that are now 

being faced are the front burner required to enlarge and industrialize the radiation 

technology.  

○ Development of radiation technology for the removal of foreign surviving organisms is 

in progress in many countries. Adverse effects on the domestic environment and 

ecosystem were occurred by foreign organisms stem from imported goods.  

○ In the case of the USA, after the terror 911, radiation technology was used to protect 

the bio-terror through postal matters. We are also not an exception from a bio-terror. 

Therefore, research dealing with the removal of biological hazardous materials 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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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technology is necessary. 

○ Annual agricultural food trades will be increased annually because of the international 

trade opening. Therefore, a government directed development of a quality guaranteed 

system for exports and standard detection method of irradiated food imports is an 

urgent requirement to secure the safety of food imports and exports.

○ A comprehensive revision of food process system is necessary for the national 

management of irradiated foods.

○ This research project is necessary for a balanced development of atomic energy 

technology.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1. Radiation sterilization of the public health products

-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of radiation sterilization of disposable medical equipments 

- Development of disposable media for microbial cultivation using a gamma sterilization

-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a cosmetic pigments 

-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a food pigments 

- Development of hydrated fishing bate using a gamma sterilization

- Study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disposable kitchen utensils and gamma sterilization

- Radiation sterilization of organic compost

- Radiation sterilization of oriental herb medicine 

- Examination of volatile compounds of irradiated herbal medicine

  

2. Microbiological examination 

- Radiation sensitivity of salt tolerant microbes in a fermented food

- Examination of radiation effect on Salmonella typhimurium의using a micro array method

- Quantitative detection of irradiated and inactivated microbes using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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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ntitative detection of irradiated and inactivated microbes using a immuno assay 

- Examination of DNA damage by radiation using a Real-time PCR method

- Growth of fungi Aspergillus flavus after gamma irradiation

- Examination of functional activities of irradiated herbal medicine 

- Examination of functional activities of irradiated vegetable juice

- Inactivation of patulin producing fungi and patulin

- Expression of pathogenic gene in Vibrio sp.,  Salmonella and Moraxella after irradiation

- Investigation of radiation specific and/or inducible genes of Salmonella and E. coli

- Invetigation of radiation resistant gene in D. radiodurans

  

3.  Quarantine and quality assurance of irradiated food and public health products

- Radiation application on fermented foods  

- Radiation application on minimally processed food

- Examination of radiation effects on insects and DB construction

- Radiation application of dried vegetables

- Preliminary trading of sea food between Korea-USA and Korea-India

4. Establishment of public detection method of irradiated food

- Verification of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detection methods for irradiated food

- Multiple range test (ring test) of irradiated food

- Monitoring of irradiated food distributed in Korea

- Establishment of public detection method of irradiated food

- Development of new detection method for irradiat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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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the Project

1. Radiation sterilization of the public health products

   (1) Investigation of current status of radiation sterilization of disposable medical 

equipments

   As a proposal for expansion of radiation sterilization in the public health industries, the 

problems of EO gas sterilization, general statements of radiation sterilization and current 

status of the Radiation sterilization were investigated. 

   (2) Development of disposable media for microbial cultivation using a gamma 

sterilization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cultural and selective properties of some food 

microbiological media, which were irradiated at 10 kGy, was evalua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ultural and selective properties between the control and the 

irradiated agar plates. Gamma irradiation on enrichment culture broth did not affect the 

growth and immunoprecipitate detection of Salmonella typhimurium. Physiological reactions 

of microorganisms in gamma irradiated Kligler’s iron agar showed the same result as the 

control. Hardness of the agar plates was reduced by gamma irradiation, but the result kept 

within the bounds to handle the plates. 

   (3) Effec of gamma irradiation on a cosmetic pigments 

   As a study on the physico-chemical stability of irradiated food and cosmetics,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color values of some food colorants were evaluated. Amaranth, 

Fast Green FCF, and Indigo Carmine solutions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0.01 and 0.10%), gamma irradiated (0.25, 0.5, 1 and 3 kGy), and then Hunter's color (L, a, 

b, ΔE) values were determined. The gamma irradiation process induced decoloration of the 

coloring agents. In particular, 0.01% solution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overall 

color difference (ΔE). The lightness (L value) of Amaranth and Indigo Carmine were 

increased in proportion to irradiation dose, and their redness (a value) and yellowness (b 

value) also increaseed. Whereas, the redness (a value) and yellowness (b value) of Fast 

Green FCF(0.01%) was increased by gamma irradiation.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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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scopic differences in 0.10% concentrations of the samples. 

   (4) Development of hydrated fishing bate using a gamma sterilization

   A patent for premixed and hydrated fishing bate was applied. The fishing bate was 

gamma sterilized and could store for > 1 year at ambient conditions and additionally, the 

breakdown of the bate in a water environment was accelerated. 

   (5) Study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disposable kitchen utensils and gamma 

steril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level of 

various disposable kitchen utensils and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gamma irradiation as a 

sterilization process for the utensils. The 51 kinds in 17 groups of disposable kitchen 

utensils were tested for the enumeration of total aerobic plate count, coliforms, fungi and 

Salmonella. Generally, cell density of microorganisms in disposable kitchen utensils were 

lower showing better hygienic quality than that of cooking utensils currently using in 

kitchen. The survivals of total aerobic plate counts, putrefactive bacteria, on the surface of 

the disposable utensils were ranged up to 10
3
 CFU/100 cm

2
. Filamentous fungi were 

detected in 13 samples. Coliform bacteria were detected in two kinds of samples but 

Salmonella spp. were below detection limits in all the samples. The  microorganisms 

survived on the surface of utensils were effectively eliminated by gamma irradiation 

process at 3 kGy. 

   (6) Radiation sterilization of organic compost

   Organic compost is a useful fertilizer for organic farming. However, it poses a 

microbiological hazard to the farm products because most of the composts are originated 

from excrementitious matters of domestic animals. Irradiation was performed to improve 

microbiological safety of organic compost and the effectiveness of gamma irradiation for 

inactivating Salmonella typhimurium and E. coli was investigated. Total aerobic bacteria 

and coliform bacteria in 16 products of commercial composts were ranged from 10
5
 to 10

7
 

CFU/mL and 0 to 10
3
 CFU/mL, respectively. All coliform bacteria in the composts were 

eliminated by irradiation at 5 kGy, while about 10
2 

CFU/mL of total aerobic bacteria 

survived up to 10 kGy of irradiation. In the inoculation test, the test organisms (inoculated 

at 10
7
 CFU/mL) were eliminated by irradiation at 3 kGy. D10 values of inocu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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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monella typhimurium and E. coli in the compost were 0.40±0.01 and 0.39±0.00 kGy. It 

was considered that 3∼5 kGy of gamma irradiation was effective for radicidation (radiation 

sterilization of pathogenic microbes) of organic fertilizer.

   (7) Radiation sterilization of oriental herb medicin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judge the necessity of microbial regulation and irradiation 

standard in oriental herb medicine. In the study stage, we investigated a microbial 

distribution, contamination level of some microbial pathogen and mycotoxin, a distribution 

of irradiated product, a remaining radioactivity, and microbial quality of herbal medicine 

after irradiation. In the research of microbe distribution of herbal medicine, the microbial 

contamination levels of the distributed herbal medicine are significantly high, and it was 

considered that microbial control is required, immediately. In the case of the standardized 

product which is packed, it showed 1/10 –1/100 level of microbe distributions compared 

with non-packed product. However, this level was still high compared with general 

foodstuffs. By the tentative classification of the detected mold,  Pencillum sp. (46%) and 

Aspergillus sp. (35) command an overwhelming majority in the mold microflora. Among 

the total 61 herbal medicines, coliform bacteria, Salmonella and Staphylococcus were 

detected from 14 (23%), 4 (7%), and 2 (3%) samples, respectively. In the result of 

mycotoxin qualitative analysisby kit, aflatoxin (3 samples) and ochaltoxin (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 var. purpurea Makino, 1 sample) were detected. We judged the three 

imported herbal medicine  (Lonicera japonica Thunberg, Phytolacca esculenta, and 

Scutellaria baicalensis)  to be a irradiated product. All the irradiated samples were 

imported medicine stuffs, and it was regarded that irradiated domestic medicine stuffs was 

not distributed yet. In spite of the 10 kGy of irradiation, the bacterial endospore was 

survived, while the control of pathogenic bacteria and the mold can be attained by the 

irradiation whithin a dose of 3-5 kGy. The residual radioactivity of herbal medicine was 

relatively higher than general foodstuffs. 

   (8) Radiation sterilization of vegetable juices

   The radiation pasteurization process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microbiological 

quality of fresh vegetable juice. Carrot and kale juice were irradiated and their 

microbiological, nutritional, and sensory properties were evaluated. The contaminating 

bacteria in the juices before irradiation ranged from 10
6
 to 10

7 
CFU/ml. All the aerobic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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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iform bacteria in the carrot juice were eliminated by irradiation at a dose of 3 kGy, 

whereas about 10
2
 CFU/ml of the bacteria survived in the kale juice irradiated at up to 5 

kGy. However, the cells that survived from irradiation in the kale juice did not grow, 

whereas those of the non-irradiated samples reached 10
9
 CFU/ml after 3 days of storage at 

10 ℃. Amino acids were stable at up to 5 kGy of an irradiation. Radiation resulted in a 

dose-dependent reduction of the ascorbic acid content. However, the contents of the total 

ascorbic acid, including dehydroascorbic acid, were stable at up to 3 kGy of an irradiation.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s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were not different in any of 

the samples. At a 3-day storage, the sensory quality of the irradiated juice was adequate, 

while the quality of the non-irradiated control was deteriorated.

2. Microbiological examination 

   (1) Radiation sensitivity of salt tolerant microbes in a fermented food

   Effects of salt concentration on radiation sensitivity of salt-tolerant and fermentative 

microorganisms were investigated. Pichia subpelliculosa and Pediococcus halophilus were 

more salt-tolerant than Leuconostoc mesenteroides. Microorganisms grown at higher 

salinity was more radio-resistant. When microorganisms grown in 2.5-10% NaCl solution 

were transferred to distilled water, they became radio-sensitive, and those grown in 0-7.5% 

NaCl solution and transferred to 10% NaCl solution became radio-resistant. Results 

indicated radio-sensitivity of microorganism highly correlated with salt content during than 

after growth of microorganisms. 

   

   (2) Examination of radiation effect on Salmonella typhimurium using a micro 

array method

   The regulon of genes whose expression is influenced by irradiation in Salmonella 

enterica serovar Typhimurium has been defined by DNA microarray analysis. DNA 

microarrays covering 4587 of the 4716 predicted open reading frames of S. typhimurium 

LT2. At least 298 genes were induced and 376 genes were repressed 2-fold or more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The genes that were immediately up-regulated after 10 Gy 

irradiation were those involved in SOS repair system such as din and rec and metabolic 

function. This category included components of metabolic pathways for serin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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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onine degradation, vitamin B12synthesis, maltose transport, fumarate and fructose 

metabolism, as well as genes for the putative hydrogenase. When irradiated cells were 

re-incubated after irradiation, the cyo operon encoding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and 

Gifsy prophage were most strongly activated. Primer extension analysis confirmed radiation 

activation of the cyo operon at low dose of irradiation. The results show possibilities that 

the combination of radiation-inducible promoters with radiotherapy could be a new and 

beneficial way for radiogenic therapy targeting cancer. Analysis of the genetic structure of 

Salmonella spp. reveals that virulence genes cluster in localized regions of the chromosome, 

termed Salmonellapathogenicity islands (SPI). The expressions of fifteen genes including 

five SPI genes were measured at 3 h after 1 kGy irradiation. Compared with non-irradiated 

cell, the expression of hilD encoded within SPI1 and sopDencoding SPI1-related effector 

proteins was reduced about 4- and 16-fold respectively. Under our experimental conditions, 

radiation is much more likely to reduce the virulence gene expression of surviving 

pathogens. 

   (3) Quantitative detection of irradiated and inactivated microbes using PCR 

    Irradiation is particularly valuable as an endproduct decontamination procedure. 

However, one of arguments is that food irradiation may be used to mask unhygienic 

conditions of food production such as unsanitary slaughtering and processing practices for 

meat and poultry. In this paper, firstly, we compared procedures for recovering template 

DNA from irradiated Salmonella cellsfor SYBR Green I-based real-time PCR detection of 

irradiated bacteria. A simple rapid method, Instagene Matrix, was proved to effectively 

prepare template DNA from irradiated bacteria without DNA loss. Using this method, the 

presence of more than 3 log units Salmonella cells could be detected at doses of 0 and 1 

kGy without enrichment step. However, irradiation (3 and 5 kGy) induced DNA damage 

and allowed the detection of 4 log units Salmonella per ml. Results also showed the CT 

values of irradiated bacteria (3 and 5 kGy) increased compared to those at 0 kGy. 

Real-time PCR enumerationof artificially inoculated chicken homogenates correlated well 

with the actual numbers of CFU in the samples, while irradiation has underestimated the 

bacterial counts by 1.2 ~ 2-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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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mination of DNA damage by radiation using a Real-time PCR method

   To study radio-sensitivity of DNA segments at open reading frame (gene) level, 

real-time PCR assay was applied for analysis ofto analyzeDNA damages induced by 

ionizing radiation. After irradiation (1, 3, and 5 kGy) of genomic DNA purified from 

Salmonella Typhimurium, real-time PCR assay based on fluorescence from SYBR Green 

fluorescence and melting temperature was performed using various primer sets targeting 

rfbJ, rfaJ, rfaB, hilD, ssrB, pipB, sopD, pduQ, eutG, oadB, ccmB, and ccmA genes. 

Radio-sensitivities of ccmA, and ccmB genes, existingwhich existed as two copies on 

chromosome and containing contained high GC content (~ 70%), were showed much lower 

radio-sensitivities than those of other genes tested, particularly at 5 kGy. ccmA and ccmB 

showed this distinctive feature was shown only when they the genes were located on 

chromosome, regardless of copy number. Our results reinforce that gene sensitivity to 

ionizing radiation depends on base composition of gene and/or spatial situation of gene in 

chromosome. 

   (5) Quantitative detection of irradiated and inactivated microbes using a immuno 

assay 

   The specificity of immunochemical reaction of the gamma irradiated Salmonella 

typhimuriumwas evaluated using a visual immunoprecipitate (VIP) assay kit and an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The VIP kit detected 10
5
 cells/mL of the 

enriched culture of Salmonella typhimurium. The ELISA was capable of detecting 10
5
 

cells/mL of the enriched culture and a linear response was found between 10
5
-10

7 
cells/mL.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etection limit of the control and that of 

the 5 kGy gamma irradiated Salmonella in this study.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hat a 

gamma irradiation does not affect the immunochemical detection of Salmonella within a 

dose of 5 kGy. 

   (6) Growth of fungi Aspergillus flavus after gamma irradiation

   After irradiation, the growth of mycotoxin-producing fungi was investigated for the 

development of quality guarantee technology of irradiated food-stuffs. Water activity, pH, 

and temperature were set up as an index for the analysis of irradiated food. Among them 

the water activity and temperature were valuable factors for the quality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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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When irradiated at 0.77 kGy, the optimal growth condition of Asperigllus flavus 

var. flavus was 0.97 of water activity, 30.27℃ of temperature, and 6.24 of pH. When 

irradiated at 1.19 kGy, the non-permissive condition of Asperigllus flavus var. flavus was 

0.91 of water activity, 26.34℃ of temperature, and 6.13 of pH. 

  (7) Inactivation of patulin producing fungi and patulin

  Patulin is a food mycotoxin which induces genotoxicity and acute intestinal disease in 

infants. Patulin mainly originates from fruit putrefactive moulds, especially in apples, which 

necessitates the maintenance of strong safety standards against patulin for fresh and 

processed apples. To investigate the patulin producing moulds in Korean apples, 16 

morphological types of fungi were isolated from Korean apples and a patulin producing 

fungus was identified based on a sequence analysis of the region of internal transcribed 

spacers (ITS5-5.8S-ITS4 region, 505 base pair) and the 26 rRNA D1/D2 region (527 base 

pair). Morphological analyses were also performed. The isolated patulin producing fungus 

was found to a representative species of Penicillium crustosum. The maximal patulin 

production ability of the isolated fungus (P. crustosum) and the patulin producing standard 

strain (P. griseofulvum, ATCC 46037) in an SY broth medium were 0.32 mg/L and 2.46 

mg/L, respectively. The effects of organic acids, amino acids and ethanol on the 

radio-degradation of patulin by gamma irradiation in an aqueous model system were 

investigated. The patulin, dissolved in distilled water at a concentration of 50 ppm was 

practically degraded by the gamma irradiation at the dose of 1.0 kGy, while 33% of the 

patulin was remained at apple juice. In the aqueous model system, the radio-degradation of 

patulin was partially inhibited by the addition of organic acids, amino acids and ethanol. 

The proportions of remained patulin after irradiation with the dose of 1.0 kGy in the 1% 

solution of malic acid, citr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ascorbic acid and ethanol were 

31.4%, 2.3%, 31.2%, 6.1%, 50.8% and 12.5%, respectively. During 30 days of storage, the 

remained patulin was reduced gradually in the solution of ascorbic acid and malic acid 

compared to stable in other samples. The amino acids; serine, thereonine and histidine 

inhibited the radio-degradation of patulin. In conclusion, it was suggested that 1 kGy of 

gamma irradiation (recommended radiation doses for radicidation and/or quarantine in 

fruits) is effective for the reduction of patulin, but the nutritional element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the radio-degradation effects are environment dependant.



xlviii

  (8) Expression of pathogenic gene in Vibrio  sp.,  Salmonella and Moraxella after 

irradiation

  The principle benefit of food irradiation is the reduction of food-borne bacteria in food 

products. However, the microbiological safety with respect to increased virulence of 

surviving pathogens is still remained an important argument against the irradiation of food. 

the transcriptional change of virulence genes of Salmonella and Vibrio spp. after irradiation 

was investigated by real-time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expressions of vvhA 

encoding cytolytic hemolysin in V. vulnificus, ctxA encoding cholera toxin in V. cholerae, 

and tdh encoding thermostable direct hemolysin in V. parahaemolyticus were monitored at 

3 h intervals from 0 to 24 h after re-incubation of irradiated Vibriospp. (0.5 and 1.0 kGy). 

Conclusively, the expressions of Vibriotoxin genes did not increase compared with 

non-irradiated counterpart. we investigated the transcriptional changes of flagellar, LPS 

(Lipopolysaccharide) related with virulence endotoxin, and SPI genes using real-time PCR　analysis at 

different growth conditions and irradiation doses. These genes were induced about 2∼5-fol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then decreased after 30 min relative to non-irradiation counter part.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the those of a microarray analysis. Under our experimental 

conditions, radiation is much more likely to reduce the virulence gene expression of 

surviving pathogens. A series of repeated exposures to γ-irradiation with intervening 

outgrowth of survivors was used to develop radioresistant cultures of Moraxella osloensis. 

D10 values of the wild type and the radiation-resistant strain were 1.6373±0.004 and 

5.9031±0.006 kGy, respectively. Since most strains of M. osloensis are sensitive to 

penicillin, we have surveyed the ability of radiation-resistant strain to resist this antibiotic. 

The optical density of the wild type didn’t increase by the addition of penicillin G 

regardless of concentrations, whereas that of the resistant isolates increased slightly in the 

presence of 0.5 unit of penicillin G per ml. Interestingly, however, the numbers of viable 

cells were not different between both strains after the addition of penicillin G. In 

conclusion, γ-irradiation cannot change the sensitivity of M. osloensis to penicillin G.

  (9) Investigation of radiation specific and/or inducible genes of Salmonella and E. 

coli

  To verify the ability of screened genes (fadB, narK, cyoA, STM1011, STM2617, and STM2632) to 

produce a downstream protein by irradiation, the reporter plasmids were constructed. The reporter 

plasmid was generated by cloning the promoter region of radiation specific genes between the Hind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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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XhoI sites in front of the lux reporter gene in plasmid, pGL3. To optimize the condition to 

induce the greatest transcription of radio-inducible promoter, the amount of Lux protein 

was measured at the various physiological state of bacteria harboring expression vector 

and irradiation doses. Consequently, the promoters of cyoA was activated by about 100-fold 

maximally when cells grown to stationary phase were irradiated at 2 Gy. It is expected 

that this radio-inducible vector will be used for the over-production of a useful material 

using irradiation. The effect of rpoH mutation on post-irradiation recovery of E. coli was 

investigated. When E. coli rpoH mutant was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1, 2, and 3 

kGy), the lag period before growth resumption of irradiated mutantstrain became longer 

than irradiatedwild type as increase of irradiation dose. Among protein spots showed 

significant changes of expression level, 5 protein spots were disappeared only in the sample 

prepared from rpoH mutant after re-incubation. Five proteins were identifiedas heat 

inducible lysyl-tRNA synthetase, glutamate decarboxylase, putative oxidoreductase and 

protein chain elongation factor EF-Tu. Of these spots, EF-Tu has been known to be one 

of proteins induced by rradiation in Deinococcus radiodurans. Concerning the 

dose-dependent delay of the growth of rpoH mutant strain, these proteins are presumably 

involved in post-irradiation recovery via the rpoH-dependent regulatory system.

  (10)  Investigation of radiation resistant gene in D. radiodurans

  Deinococcus radiodurans is a bacterium best known for its extreme radioresistance to 

tolerate both acute and chronic exposure to high levels of ionizing radiation. The secret 

behinds its incredible radioresistance lies in its ability to repair double strand breaks in its 

DNA.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his phenotype are still poorly 

understood. To obtain reproducible proteins, in this study, we have performed isoelectric 

focusing (IEF) under two different conditions of pI range (3-10 and 4-7) and then the 

second dimensional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was carried out. 

Under both conditions, the amount of 13 proteins showed significant changes after γ

-irradiation at 10 kGy. Among 8 up-regulated proteins, SSB (single-stranded DNA binding 

protein), PprA (DNA damage repair protein), DdrA (DNA damage response A), DdrD 

(DNA damage response D), and DinB (damage inducible protein) are presumably involved 

in the DNA repair proces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ionizing radiation resistance of D. 

raiodurans. These results would be useful to progress in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s 

underlying radiation resistance of D. radiodu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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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Quarantine and quality assurance of irradiated food and public health products

   (1) Radiation application on fermented food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as a method 

for extending shelf life of Kimchi. Gamma irradiation up to 10 kGy on the early stage of 

Kimchi fermentation had the dose-dependant effect on the inactivation of fermentative 

microbes, lowering the lactate dehydrogenase (LDH) activity and delaying the acidification. 

Although gamma irradiation on the mid-fermentation stage of Kimchi inactivated the 

fermentative microbes effectively, LDH activity remained high and acidification continued. 

Kimchi irradiated at 10 kGy had lower scores in acceptability than those of control, 2.5 and 

5 kGy irradiated. Therefore, gamma irradiation up to 5 kGy on the early fermentation stage 

is recommended in the aging control and the improvement of shelf life of Kimchi. The 

isolation of enteric bacteria in the fermentation process of Kimchi and its radicidation by 

gamma irradiation were investigated. Viable cell numbers of enteric bacteria were 10
4 
CFU 

g
-1 

at the initiation of the Kimchi fermentation process, gradually reducing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and not determined after 10 days. The enteric bacteria in the early 

fermentation period of Kimchi were eliminated by 2-3 kGy of gamma irradiation, but 

Lactobacillusspp. survived and fermentation was maintained. The D10values of total enteric 

group and Latobacillus spp. wereabout 0.32 and 0.87 kGy, respectively. The three typical 

enteric bacteria were identified presumptively, as Enterobacter agglomerans, Salmonella 

typhimurium and Alcaligenes xylosoxydans, and the D10 values were 0.38, 0.54 and 0.47 

kGy, respectively. The genotoxicological safety of fermented vegetables pasteurized by 

gamma irradiation was examined to consider the possibility of the application of irradiation 

for extending the shelf life of vegetables. A fermented vegetable was irradiated at 20 kGy 

to assure its toxicological safety even at a high dose of radiation. The Ames test with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 and Escherchia coli (WP2), and 

the chromosomal aberration test in Chinese hamster lung (CHL) cells were performed. In 

vivo micronucleus test were conducted in mouse bone marrow cells. With or without 

metabolic activation, negative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Ames test and the chromosomal 

aberration test. In the micronucleus test, there was no enhancement in the formation of 

micronucleus, and there were no such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samples. The observed results indicated that, a level of 20 kGy of gamma 

irradiation on the fermented vegetable did not bring about any genotoxic effects unde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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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bed experimental conditions. 

    A correlation between fibrinolytic activity and microflora in Korean traditional soybean 

fermented food was investigated. The fibrinolytic activities of traditional soybean pastes 

and commercial processed samples were 2.42±1.01 unit/g and  1.58±0.98 unit/g respectively. 

The cell density of Bacillus in traditional soybean pastes was about 10
7
 CFU/g and its 

commercial processed one was 10
6
 CFU/g. Acid producing bacteria, fungi and yeast group 

were higher in commercial processed one. The correlations of fibrinolytic activity and 

microflora in traditional and commercial Doenjang were; positively correlated in Bacillus(R
2

≒0.69), negatively correlated in fungal group(R
2
≒0.40), and there were no significant 

correlations in acid forming bacteria and yeast group (R
2
<0.16). Fibrinolytic activities in 

Meju and Koji were 6.54±1.97 unit/g and 1.46±0.43 unit/g respectively, and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Bacillus. Yeast and acid forming bacteria were grown by 5∼6 decimal 

induction during fermentation period of Doenjang, but Bacillus, fungal cells and fibrinolytic 

activity were nearly stable. Results indicate that fibrinolytic activity of Doenjang depends 

on enzyme induction in Meju or Koji processing by Bacillus, not Doenjang fermentation 

process. 

   (2) Radiation application on minimally processed food

Th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to improve the hygienic quality and microbiological 

shelf stability of whole baked egg were investigated by comparison with autoclaving 

process. The contamination levels of coliform, total aerobic bacteria and fungal group in a 

fresh egg were 10
5
 CFU/g, 10

2
 CFU/g and 10

1
 CFU/g, respectively. After baking process, 

total aerobic bacteria and fungi were not exceeded to 10
1
 CFU/g. Also, coliform was not 

detected under the aseptic process. However, cell counts of the baked egg after packaging 

reached to 10
4
 CFU/g of total aerobic bacteria, 10

1
 CFU/g of coliform, and 10

2
 CFU/g of 

fungi. Therefore, it was assumed that microbial contamination of baked and packaged egg 

was mainly originated from an environmental uptake during packaging process. 

Microbiological shelf stability of the non sterilized control was about a week. Whereas, the 

baked eggs irradiated at more than 5 kGy were stable over 12 weeks at ambient condition 

as like those being autoclaved. Analytical texture profile was stable within 10 kGy, but it 

became hardened in the sample treated with autoclaving. About 67% of panelists identified 

a sensory difference between non-irradiated and 10 kGy-irradiated sample. The baked egg 

irradiated at 10 kGy and autoclaved had lower acceptability than the control o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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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ed lower than 5 kGy. Therefore, it was considered that optimal irradiation dose for 

radiation sterilization of baked and packaged egg was 5 kGy. At that point, it was 

recommended that appropriate microbiological shelf-life was 12 weeks at ambient condition. 

   

   (3) Quality characteristics of  red pepper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nd 

fumigation

 Associated with microbial decontamination and quarantine treatment of dried red pepper, 

the samples was gamma-irradiated (5, 10 kGy) and fumigated (methyl bromide/MeBr, 

phosphine/PH3) to compare their Hunter's color (L, a, b, ΔE) and sensory properties by 

types (whole, powder, pericarp, seed) during storage under room conditions(18±12℃). Whole 

pepper maintained higher lightness (L value) than other groups, while powdered pepper 

showed higher redness (a value) during storage. Immediately after treatments there was 

little difference in the overall color difference (ΔE) among the groups. After eight months, 

a higher redness as observed in PH3 group of whole pepper and 5 kGy group of powdered 

pepper, respectively(p<0.05). Redness of irradiated pericarps was apparently reduced 

following 8 months of storage and a similar pattern was found in fumigated samples. The 

yellowness (b value) of pepper seed was lowest in 10 kGy sample (p<0.05), but 

in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among treatment groups with storage time. Sensory 

properties of whole and powdered peppers were little changed by both treatments under 

commercial conditions. Sensory scores of irradiated or fumigated samples were higher than 

that of non-treated control with  storage time, which was more significant in the powdered 

than in the whole samples.

   (4) Preliminary trade of dried sea food between Korea and India

   To validate the commerce possibility of irradiated food, KNU and KAERI in Korea have 

collaborated on a preliminary transport test of irradiated stockfish with BARC in India. The 

results of this test were totally evaluated in the view of microbiology, physico-chemistry, 

and sensory and marketable aspects, which providing a screening-verification method as a 

quality control technology for an international trade. The screening-verification method 

established through this collaborative work was published in an international sympo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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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ffects of a gamma irradiation on the radiation-resistant bacteria and 

polyphenol oxidase activity in a fresh kale juice    

A gamma irradiation was performed to prolong the shelf life of natural kale juice. The 

total aerobic bacteria in the fresh kale juice, prepared by a general kitchen process, was 

detected in the range of 10
6 
cfu/ml, and about 10

2
 cfu/ml of the bacteria survived in the 

juice in spite of a gamma irradiation treatment with a dose of 5 kGy. Two typical 

radiation-resistant bacteria, Bacillus megaterium and Exiguobacterium acetylicum were 

isolated and identified from the 5 kGy-irradiated kale juices. The D10 values of the 

vegetative cell and endospore of the B. megaterium in peptone water were 0.630.05 and 

1.520.05 kGy, respectively. The D10 value of the E. acetylicum was calculated by 0.650.06 

kGy. In the inoculation test, the growth of the surviving B. megaterium and E. acetylicum 

in the 3-5 kGy-irradiated kale juice were retarded and/or decreased significantly during a 3 

day’s post-irradiation storage period.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residual polyphenol oxidase (PPO) activity and browning index (BI) between the 

non-irradiated control and the gamma irradiated kale juice during a post irradiation period. 

4. Establishment of public detection method of irradiated food

   (1) Overview: Establishment of public detection method of irradiated foo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 it is to establish 

standardization of detection methods through establishment and standardization for each 

item. Next, it is both to make a plan of controlling imported irradiated-foods and to get 

an approval of irradiating foods in domestic with a view of founding experiment method 

for individual items and setting up standard test metho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 As Dried spices, processed products with the dried spices, garlics, 

onions and potatoes are allowed to be irradiated according to food code, fifty samples of 

each item were taken to monitor the irradiation of these food. And ring test also was 

carried out with three other institutes. Cereals, pulse, mixed tea, powdered tea, algae 

food, powdered aloe including foods specified in clause A and B of food code were 

examined to set up the final detection method and to find out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method via the most modified detection method. From those materials taken for 

irradiation detection above, it showed that they were gamma-irradiated. Through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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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it was possible to find out whether the materials were gamma-irradiated or not and 

also other tests from different institutes were unanimous. PSL and ESR were found to 

be very effective in research of developing detection method for cereals, pulse, mixed tea, 

powdered tea, algae food and powdered aloe. 

Physical detection condition in research of developing the detection method for the 

imported irradiated-food was established and concretized through the ring test. 

  (2) Thermoluminescence Detection and Textural Measurements of Irradiated 

Ginseng 

  Fresh Korean ginsengs were irradiated at 1.0, 3.0, 5.0 and 7.0 kGy, and 

Thermoluminescence (TL) analysis was applied to detect irradiation treatment.  TL 

signals illustrated typical glow curves at 180 – 200 °C, and in addition, normalization 

showed the ratio of TL1/TL2 was higher than 0.5 confirming the irradiated ginsengs.  

Also, TL analysis was able to record the signal intensities (nC), which were increased 

with increasing irradiation doses.  Maximum force (N) indica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effects on the texture due to irradiation up to 5.0 kGy over 4 weeks of storage. 

   (3) Identification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Dried Red Pepper during Storage 

by the Analysis of Electron Spin Resonance and Hydrocarbons 

  Electron spin resonance (ESR) and hydrocarbon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o 

establish identification conditions for irradiated dried red pepper. The ESR spectroscopy for 

4 different parts (powder, pericarp, seed, stem) of the samples showed that irradiated 

samples signaled (g=2.024, 2.006, 1.987) a pair of peaks from a cellulose radical at intervals 

of 6 mT, which were not found on the non-irradiated samples. The ESR signals increased 

in directly proportion to the irradiation doses, which were still detectable after 12 weeks of 

storage at room temperature. The GC-MS analysis of hydrocarbons after fat extraction and 

separation by florisil column chromatography revealed that hydrocarbons, such as 

1-tetradecene(14:1), 1,7,10-hexadecatriene(16:3), 1.7-hexadecadiene(16:2), 1-hexadecene(16:1), 

6.9-heptadecadiene(17:2), and 8-heptadecene (17:1), were determined only from the irradiated 

samples soon after irradiation and 8 months of storage. They linearly increased with the 

dose of irradiation, suggesting them as radiation-induced markers for irradiated dried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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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  

(4) Identification of Gamma Irradiation of Imported Spices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Electron Spin Resonance (ESR) and 

Thermoluminescence (TL) analysiswere conducted to detect irradiation treatment of 

imported whole and ground spices. The screening by PSL detected no irradiation treatment, 

except in the ground thyme and bay leaves which exhibited photon counts in the 

intermediate level. Irradiation of the two spices was detected after irradiating them at 1.0, 

3.0, 5.0 and 10.0 kGy, and then subjecting themto PSL analysis, which resulted in the 

significantly low photons of non-irradiated spices compared to that at 1.0 kGy, indicating 

that the photon counts varied depending on the amount of inorganic mineral debris in the 

spices. To confirm a successful detection by using PSL, ESR and TL methods, some 

spices were selected, irradiated at 5.0 and 10.0 kGy, and subjected to the detection 

methods. PSL identified the irradiated spices except the cassia, which showed very weak 

PSL sensitivity, but was identified by ESR analysis. Also the ESR and TL exhibited the 

typical signals induced by irradiation treatment and were able to successfully detect all of 

the irradiated spices. In addition, we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sity of 

ESR and TL signals and irradiation doses. 

   (5) Irradiation Detection in Korean Traditional Soybean-Based Fermented Powdered 

Sauces: Data for Establishing a Database for Regulation of Irradiated Foods

    To facilitate establishing regulations for irradiated foods, Korean traditional soybean based 

fermented powdered doenjang (PD), kanjang (PK), kochujang (PKC) and chungkukjang (PC) were 

irradiated at 1, 3, 5 and 7 kGy, and subjected to irradiation detection analyses as part of 

establishing a database for detecting irradiated foods.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were applied as the detection methods. Using PSL analysis, the 

irradiated PD, PK and PKC could be easily distinguished from the non-irradiated ones, while 

irradiation of the PC at 5 kGy or higher was detectable. The ESR spectra of the irradiated PD, 

PK and PKC exhibited symmetrical multiplet lines, which might be induced from the crystalline 

sugar, whereas, the PC showed a single signal at the paramagnetic centers. The signal intensity 

increased with incremental increases of irradiation doses distinguishing the irradiated samples 

from the control. In addition, the peak height also revealed that irradiation induced an increment 

in the intensity of single and/or multiplet lines of the ESR signals, resulting in clear confi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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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rradiation. Thus, the data from this study could be used as references for detecting irradiated 

soybean-based fermented powdered sauces. 

  (6)  PSL, TL and ESR detection of gamma irradiated Aloe vera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thermoluminescence (TL) 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ct irradiation treatment of Aloe vera 

powder, which was gamma-irradiated at 1, 3, 5, 7 kGy. The non-irradiated aloe vera 

powder indicated below 700 of photon count in PSL, whereas, irradiated at 1 kGy and 

more, it showed more than 5,000 photon counts, indicating that it is feasible to detect the 

irradiation of aloe vera powder through PSL. In the result of TL, from the minerals of the 

samples that were irradiated at more than 1 kGy, TL glow curve was able to be seen at 

around 150℃. As the quantity of irradiation goes up, the ratio of TL1 and TL2 also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at of irradiation. In the result of ESR analysis, unspecific 

centeral ESR signal was could be seen, As the amount of irradiation on the samples 

increased to the level of R
2
=0.97, the signal intensity also rises similarly. In conclusion, the 

PSL, TL and ESR exhibited the typical signals induced by irradiation treatment and were 

able to successfully detect all of the irradiated aloe vera powder. In addition, we fou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intensity of ESR and TL signals and irradiation doses. 

Ⅴ. Application of the Project Results

○ The project of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assurance technology by radiation" was a 

systematical research performed firstly. Settlement of process technology and 

administered standard have been using as a manufacturing, distribution, quality 

assurance and safety technique of gamma irradiated-public health goods. It also can 

be contributed in the promotion of national radiation related science and technology 

by establishment of a basic and advanced quality assurance system of  gamma 

irradiated-public health goods.

○ An assurance of the physico-chemical, toxicological, and microbiological safety of 

gamma irradiated-public health goods and the detailed results of this research project 

will promote the practical utiliz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in industry. (at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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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ximately 300 companies are using the technology in the gamma irradiation 

facility and has been increasing in number every year).

○ The majority of radiation application research on food biotechnology, agriculture, and 

medicine are actually focused on the industrial technology and development of 

improvement technique at a macro level. Particularly, because the current status of the 

radiation application to biotechnology is an elementary stage, this research such as 

toxicological and ecological safety of surviving bacteria after irradiation and radiogenic 

therapy will develop a new model of RT/BT fusion technology, that is, the 

development of useful genetic resources by radiation and the production of bio-active 

molecules using microbes. As the "omic" strategy progresses in combination with 

ionizing radiation, additional new fields, "Radiogenomics", will become part of the 

biological lexicon, with increasing volumes of molecular data.   

○ Because the international research phase of RT/BT fusion technology is still 

introductory, this research can cause the prior occupation on the field of RT/BT 

fusion technology from a scientific and industri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ill be applied to various biological scientific field as well as 

radigenic therapy. 

○ The development of detection techniques will be used for regulating authorities of 

irradiated foods. The sound and properly validated detection techniques will directly 

promote the industrial application of radiation technology, customer association, 

international trade, prevention of abuse of the irradiation technology, and 

competitiveness in international and local markets of irradiated foods and indirectly 

provide the technical barrier of imported agricultural products. An advanced detection 

techniques of irradiated products will be used a quarantine method of international 

commerce and further restraint of a bio-terrorism.   

○ Three patents including a manufacturing method of low-salted traditional sauce, a paste 

bait, and a living specimen derived from this project will be put to practical use by the 

assistance of technology transfer, connecting with the build-up of radiation fusion 

technology (RFT)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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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 본 연구과제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국제적인 동향에 신속히 대응하여 국제경쟁력, 부가가치

성, 생산성, 실용성을 확보한 연구성과를 도출하고 방사선 조사식품 및 공중보건제품 교역

증진, 안전관리기술의 종합적 확보 등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2003년 현재 원자력 

연구개발사업 과제로 진행 중인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표준화 및 검역관리 체계

화 연구” 과제를 2004년부터 “방사선 이용 공중보건 위생화 기술개발” 과제로 확대․변

경한 것임.  

■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 분야의 위생화 기술개발과 산업적 활용이 세계적으로 여러 분야

에서 보편화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

적 관리나 산업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

건․위생 분야의 기술개발을 국가 연구사업에 포함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현안에 대처토록 

하는 정책적 지원이 시급함.

■ 현 단계의 방사선 이용 공중보건 위생화 기술개발 연구는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분야를 연

구범위로 설정하여 추진함.

○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 제품(의약품 및 생약재, 화장품, 의료기구, 위생용품, 간접식량 

등)의 위생화 기술확립 및 안전성 확보.

○ 공중보건/위생 관련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 및 방사선 유도 변이미생물 개발, 방사선 특

이반응 유전자원 확보 등 RT/BT 융합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식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품질보증과 국제교역을 위한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 

시험법 공전규격화 및 검역처리절차의 표준화. 

■ 전년도까지 수행하 던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표준화 및 검역관리 체계화 연구”

는 일부는 계속 추진하되, 대부분 이미 세계적으로 충분한 선행연구 결과가 확보되어 있으

므로 기 확보된 국내기술과 선진국의 제반 standards 등을 수집, 분석, 평가하고 관계기관

(식품의약품 안전청, KFDA)과의 협의 및 공동연구를 통하여 식품공전의 표준 분석시험법

(안)을 제정하는 전략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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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 공중보건제품의 위생미생물 오염에 따른 각종 질병의 발생, 의료사고, 유통기한 제한에 따

른 생산제품의 폐기 등은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므로 이의 위생화가 필수적임. 

○ 방사선 조사기술은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를 위한 매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어 최근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는 이 분야의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바 없어 산업체나 보건 당국 모두 방사선 조사기술을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에 적용하는데 있어 기술적, 제도적, 행정적인 어려움이 큼. 

○ 공중보건/위생 관련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 방사선 유도 돌연변이 미생물 자원,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원 확보 등의 연구는 Radiation technology(RT)와 Bio Technology를 접목

한 새로운 RT/BT 융합기술로 기술적 경제적가치가 큼. 

○ 방사선 조사식품은 이미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과 중국 등의 식량수출국을 중심으로 내수 

및 국제교역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국내에도 산업적 이용기반이 확립되어 있음. 

그러나 국내에는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지기술이 공전화된 표준시험법으로 

제정되어있지 않아 공중보건 분야의 행정관리 및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교역에 제한요인

이 되고 있음.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를 위한 공전화된 규격의 설정, 품질보증 시

스템의 개발 및 이를 지원하는 각종 기반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 본 과제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원자력 산업의 비전 실현과 원자력 기술의 평화적 이

용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연구로 향후 산업적 이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기술적 측면

○ 화학약품, 훈증제 등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은 잔류독성, 환경독성 등의 부

작용으로 국제협약에 의하여 점차 사용이 금지될 것임. 방사선 조사는 공중보건제품의 위

생화를 위한 가장 유효한 대체기술로 평가되어 세계적으로 산업적 활용이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이에 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된 바 없음.

○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은 국제적 위생화 기준인 GMP 또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과 연계한 GIP(Good Irradiation 

Practice)로 발전 중임. 

○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와 품질보증 기술로서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사제품의 

안전성 및 건전성이 확보되어야 함. 특히 의약품, 생약재, 화장품과 같은 제품군은 제품 고

유의 기능성 유지 여부와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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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제품의 재질에 따른 물리화학적 안전성과 내구성 평가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선행

연구결과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국내산업 적용을 위한 검증 단계의 연구수행이 바람직함.

○ 공중보건제품 자체의 위생화 이외에도 방사선 살균을 이용한 의료나 BT 산업의 진단 또는 

연구용 kit와 같은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대상 제품의 방사선 향을 감안한 선량의 제

한, 방사선 저항성, 환경에 따른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차이 등 복잡한 요인에 따라 결정

되므로 경우에 따라 완전살균이 이루어지지 않고 생존 미생물이 존재하게 됨. 

○ 최근 GMO 식품의 유해성 및 유전공학 실험의 안전성 등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방사선 

조사 후에 생존하는 미생물의 돌연변이 생성 가능성과 돌연변이체의 독성학적, 생태환경학

적 안전성에 대한 보증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재 국내외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

한 실정임. 방사선 이용기술의 활용증대 및 소비자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연

구결과의 제시가 필요함. 

○ RT/BT 융합기술을 이용한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 및 안전성 평가 연구는 radiogenic 

therapy의 기반기술로 연결되고 향후 방사선을 이용한 미생물 자원의 유용화 연구에 직접 

활용될 수 있음. 

○ 식품 또는 공중보건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하게되면 품질 향을 최소화하면서도 포장된 완제

품의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자칫 방사선 조사기술이 이미 기준 이상의 미생물이 오

염된 제품을 재생하는데 오용될 소지가 있음. RT/BT 융합기술에 의한 Immuno assay, 

PCR 등의 BT 기술은 방사선 조사된 제품의 제조공정에서의 위생상태나 GMP, HACCP, 

GIP(Good Irradiation Practice) 기준 준수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기

술로 활용될 수 있음. 

○ 방사선은 조사선원 및 선량의 조절, 다른 돌연변이원과의 병행처리 등에 따라 다양한 돌연

변이체를 효과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분리된 돌연변이체는 즉시 관련산

업에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산업적 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큼. RT/BT 융합기

술 개발의 일환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함. 

○ RT/BT 융합기술은 이미 선진 각 국이 선점하고 있는 BT 분야에서 독창적이고 국제경쟁력

이 있는 새로운 기술개발이 가능한 분야임. 따라서 국가기술 및 첨단산업의 전략적 차원에

서 이 분야 기술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 또는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원의 확보는 방사선 살균의 효율성 증

대뿐만 아니라 향후 방사선 치료에 따른 의학적 기술 및 독창적인 BT 기술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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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술을 이용한 식품 검역처리의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WTO 체제에 맞는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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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사 지침 표준화를 위한 Harmonized Regulation이 조만간 마련될 것이므로 국익 차원

에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식품산업 분야에서 방사선조사 기술을 실용화하고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함

께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검지기술의 확립과 식품공전 시험법 제정과 

같은 규격화, 시스템화가 필수적임.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개발은 각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선량의 제한 준수여부, 국

제교역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 판별 등을 위한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국내에서 수행되어 

왔음. 그러나 미국, EU 등의 선진국, 중국 등은 이미 국제규격에 준한 검지기술이 표준화되

어 시행되는 수준임. 

○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됨에 따라 식품 종류에 따른 조사선

량의 제한철폐는 물론 유통제한 목적의 검지기술개발도 더 이상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 세

계적인 추세임.

○ 이러한 국제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아직까지 공전화된 검지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한 상태임. 따라서 향후 이 분야의 국내연구는 검지기술의 개발보다는 국내외적으로 이

미 확보된 기술을 수집, 분석, 평가하고 관계기관(식품의약품 안전청, KFDA)과 협의하여 

표준 분석시험법으로 규격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며 그 사용목적도 조사식품의 품질보

증 및 유통관리 목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 경제·산업적 측면

○ 과학기술 및 보건 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 발생과 그에 따른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 또한 큼 (미국의 경우 연간 38억80만∼43억30만 달러의 손실). 

특히 최근에는 의약품, 의료용품, 공중보건제품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인명피해 및 사료 등

의 간접식량에 의한 인축공통전염병의 확산 등 공중보건제품에 의한 질병 매개가 국제문제

화 되고 있음. 

○ 이러한 질병의 발생은 유럽의 광우병이나 중국의 SARS의 예에서와 같이 자국의 국민건강 

및 보건의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함. 

○ WTO/UR/NR 등 경제구조의 개방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공중보건 제품 생

산이 산업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요소임. 이를 위하여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위생적 제품

생산 및 신제품 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시설은 식품가공․저장 및 제약․보건관련제품 멸균뿐만 아니라 각종 공업 분

야에도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 현재 국내에는 1개의 감마선 조사시설이 24시간 가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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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있으며, 추가로 1개 시설이 2002년 6월 7일부터 시험가동 중에 있음.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개발은 사회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국내 방사선 조사시설 건

설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임. 

○ 대체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생약재 및 식물자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시점임. 방

사선을 이용한 생약재의 위생화 및 가공기술 개발은 생약식물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필수적

인 기술임. 국내의 경우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식물자원의 활용도가 높고 향후 이 분야의 

산업이 세계적인 시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관련 분야의 방사선 이용기술이 확보되

어야 함.

○ 방사선을 이용한 의료/BT 산업용 진단 및 연구용 kit에 대한 살균이나 가공기술은 식품 및 

의학분야의 연구를 통하여 상당부분 기반기술이 확보되었음.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BT 

관련 제품생산은 산업적으로 매우 유망한 분야임. RT와 함께 BT/NT 등의 기술을 병용할 

경우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이 가능하고 공정개선에 의한 원가 절감, 저장성 향상 등의 효과

가 기대됨. 

○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의학, 공업, 농업, 환경, 식품 등의 산업에서 미생물의 활용

도가 커지고 있으나, 유전자조작 기술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개발비의 소요가 크고 

연구개발 완료 후에도 산업적인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RT/BT 융합기술에 의

한 산업미생물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RT/BT 융합기술은 방사선저항성 또는 방사선 유도성 유전자

를 확보하여 이를 유전자원화 하는 것, 방사선에 대한 유전자의 반응을 기초로 유용균주를 

개발하는 것 등으로 향후 방사선 의학 및 BT 산업 분야에서의 산업적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조사식품의 산업적 이용 증대를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검지기

술 확보 및 공전화가 필수적임.

○ 수출입 전략상품에 대한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방사선 조사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

질보증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교역에서 국내 농산품 시장의 보호와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독자적 검지관리의 실용화 추진 및 철저한 검역/검지관리를 통한 대외경쟁력의 

확보가 요구됨.

  ▣ 사회·문화적 측면

○ 미국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되는 화장품, 의료용품, 의약품 등의 각종 공중보건제품의 50% 

정도가 방사선 조사(감마선 80%, 전자선 20%)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2003년 IMRP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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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시카고)되고 있음. 

○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및 보건관련 제품의 위생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고 있음. 따

라서 국민보건 향상과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공중보건관련 제품의 위생화 

기술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에 대한 국민이해 및 소비자의 수용성 확보 없이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보급은 

불가능함. 따라서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조사 안전성에 관한 연구결과 확보가 필요함. 

○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연구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목적에 따라 조사선량이 제한되는데 이 때 생존한 미생물들이 

돌연변이를 일으켜 환경이나 생태에 어떤 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러나 

양, 독성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연구에 비해 이 분야의 연구는 미진하여 방사선 조사 후 

생존 미생물의 환경․생태학적인 안전성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따

라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범위를 넓히고 이를 산업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의 연구가 

선결되어야 함.  

○ 국제교역 물품에서 유입되는 외국의 미생물, 곤충, 식물 등이 자국의 생태/환경 등에 악

향을 미치는 예가 늘어나면서 검역 유기체의 제거에 방사선 조사를 이용하려는 기술개발이 

진행되고 있음. 

○ 미국의 경우 9. 11 테러 이후 우편물을 통한 생물테러를 방어하는데 방사선 조사기술이 사

용된바 있음. 특수한 정치․사회적 환경에 있는 우리나라도 생물테러 등의 위협이 있으므

로 방사선을 이용한 검역 물품의 생물학적 위해요소 제거기술 분야의 연구가 필요함. 

○ 농제품 개방화에 따른 국제교역에서,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수출상품의 품질보증을 위

한 정부 주도의 관리기술 확보와 검지기술의 식품공전화 작업 및 품질보증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가적인 관리를 위한 식품공전의 개정/보완이 필요함.

○ 원자력기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여 본 연구사업의 수행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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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방사선이용 공중보건 산물의 위생화기술

  가. 국외현황

  ▣ 공중보건제품 방사선 조사 이용기술 및 산업 전반

○ 방부제, 보존료, gas 등과 같은 화학적 첨가물의 잔류독성 및 위해성으로 의약품, 의료기구, 

화장품 등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살균기술이 세계적으로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

○ 특히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던 ethylene oxide(EO) gas는 잔류독성으

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국내도 1991년 7월 

1일자로 전면 사용금지 되었으며 의료용품에서도 점차 사용이 줄어들고 있음. 

○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살균은 1956년 미국에서 전자선을 이용하여 수술용 봉합사를 멸균

한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Co-60 감마선 선원이 개발되면서 대량의 멸균처리가 상업

적 규모로 실시되었음. 

○ 최초의 상업화는 1962년 Jonhson & Jonhson 사가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설치하여 자

사의 의료제품을 멸균처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이 후 1970년대 초 미국의 

Isomedix사와 Gammastar사가 설립 운 되면서 의료제품의 방사선 멸균기술에 대한 전문

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하 음. 

○ 현재 세계적으로 약 50개국에서 200여기 정도의 방사선 조사시설이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에 이용되고 있고, 최근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방사선 조사시설의 건설을 확대하여 자사

제품의 멸균(In-house sterilization) 및 제 3자 계약멸균(Contract sterilization) 시설로서 이

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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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세계 공중보건제품의 살균방법에 따른 처리량 추이.

표 2-1. 세계적으로 가동 중인 감마선 조사시설

국가명 시설

중국 54

국 7

브라질★ 4

덴마크 3

캐나다 3

호주 2

벨기에 2

칠레 1

불가리아 1

체코 1

방 라데시 1

이집트 1

크로아티아 1

오스트리아 1

아르헨티나 1

국가명 시설

일본
★★

14

독일 11

프랑스 6

이탈리아 6

말레이시아 5

인도 4

아일랜드 4

인도네시아 2

이스라엘 2

헝가리 2

한국
★

1(1)

멕시코 2

네덜란드 1

그리스 1

이란 1

국가명 시설

미국 55

러시아 7

남아프리카 5

스웨덴 3

스리랑카 2

스위스 2

태국 2

싱가포르 2

스코틀랜드 1

사우디아라비아 1

노르웨이 1

파키스탄 1

스페인 1

페루 1

대만 1

※ 
★
 는 감마선 조사시설 1기,  

★★ 
는  2기 추가 공사중

※ 본 자료는 1998년 5월 Canada Nordion Co. 제공된 자료로 IAEA 미보고업체는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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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7년에는 의료제품에 대한 방사선 멸균지침(IAEA Recommended Code of Practice for 

Radiosterilization)이 만들어 졌고 1974년과 1975년에 재개정 되었음. 

○ 의료제품의 방사선 멸균기술에 대한 공식적인 법규 및 기술지침은 1988년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에서 개정된 감마선 멸균지침(Guideline 

for Gamma Sterilization)이 1991년 10월 미국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 의해 승인되면서 1995년에는 이들 지침이 공식기준(ISO 11137, 1995)으로 등록

되었음. 

○ 이 기준에는 멸균에 대한 보증수준이 의료제품별로 구분되고 멸균된 제품의 초기 오염수

(Bioburden)에 따라 멸균보증수준(SAL : Sterility Assurance Lavel)에 맞는 선량을 적용하

도록 규정되어 있음. 즉, 과거 25 kGy 이상으로 멸균하는 기술은 현재에는 제품별 초기 오

염도에 따라 계산되는 멸균보증수준(SAL)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흡수선량(kGy)을 제

한하지 않고 멸균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임.

○ 일본의 경우 1970년에 처음으로 주사바늘, 일회용주사기, 1972년에는 수술용 장갑, 1973년에

는 수액세트 등의 감마선 멸균이 허가되었고 그 적용대상은 현재 약 200여 품목에 달하며, 

현재 7개 감마선 조사회사와 3개의 전자선 조사회사가 자사 및 일반수요에 대해 상업적 방

사선 멸균사업을 행하고 있음 

표 2-2. 일본의 대단위 Co-60 감마선 조사시설 현황

施 設 會  社 設置年度 能 力 所在地

委託施設
① Ragiae 공업(주)

1972 23 PBq 群馬縣

1984 53 PBq 群馬縣

② (주) Koga Isotope 1987 111 PBq KOGA-KEN

自社施設

③ Delmo(주) 1983 185 PBq × 2 山梨懸

④ (주) J.M.S. 1987 111 PBq 廣鳥縣

⑤ (주) Nitshow 1988 148 PBq 秋田縣

⑥ 旭Medical (주) 1988 111 PBq 大分縣

⑦ JISCO (주) 1997 111 PBq IBARAKI-KEN

 

○ 의료용품을 포함한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살균은 방사선 조사시설을 보유한 대부분의 국

가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의료용구, 의약품, 화장품 등의 경우 미국, 벨기에, 캐나

다, 프랑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폴란드, 중국, 호주,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남

아연방, 멕시코, 크로아티아 등 세계 42개국 200개 이상의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이 이용되

고 있음. 이와 같이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화가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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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 안전성과 경제성 및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

임.

○ 1990년대에 들어 의약품 제조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의약품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Quality Control에 그치지 않고 Product Assurance 및 Product Confidence

에도 충분히 배려한 의약품을 제조하는 것이 요구되었음. 

  ▣ 방사선 이용 의료기구 및 이식조직의 위생화 기술

○ 선진국의 경우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은 기초연구단계를 지나 실용화를 위한 공정제어 및 

품질보증을 위한 실증연구단계에 있음.

○ 각 국에 따라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에 대한 기준 및 품질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

부분 미국 AAMI(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의 Process control 

guidelines for gamma radiation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Appendix B1, B2, B3, B4

의 안에 준하여 방사선 살균을 실시하고 있음. 

○ EO gas에 의하여 살균된 콘택트렌즈에는 단량체인 monomeric methyl methacryllate와 EO 

gas가 잔존하여 눈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방사선 조사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살균방법이라는 연구결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살균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보고가 있

음.

○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의 working group 2에서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살균을 토

의하여왔음. 참가국은 아래 표와 같음

Participating
벨기에,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웨덴, 태국, 미국

Observer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콜롬비아, 덴마크,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 

노르웨이, 사우디아라비아, 튀니지, 국, 

○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조사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은 제품재질의 열화(劣化)임. 특히 플

라스틱류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열화(기계적 강도 저하, 갈색으로 착색 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방사선 재질의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보고

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음.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방사선의 향은 아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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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3. 재질에 대한 방사선의 향

소   재 방사선 내성 특       징

스테인레스 매우 강 재질열화시험 불필요

알루미늄 매우 강 재질열화시험 불필요

탄소강 매우 강 재질열화시험 불필요

세라믹 매우 강 재질열화시험 불필요

유리 매우 강 착색이외 문제 無

은 매우 강 재질열화시험 불필요

폴리스틸렌 매우 강 4 ×10
4
 kGy 이하 안정

폴리에스테르 매우 강 재질열화시험 불필요

폴리우레탄 매우 강 폴리스틸렌보다 약하지만 방사선에 안정

폴리에틸렌 매우 강 100 kGy 까지 인장강도 증가, 탄성율 감소

폴리아미드 매우 강 인장강도 및 경도 증가, 신장도 및 충격강도 감소

폴리염화비닐 강 황색 착색

폴리염화비닐리덴 강 폴리염화비닐보다 방사선에 약

폴리메틸펜탄 강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의 중간정도 내방사선

에틸렌산비중합체 강 폴리에틸렌보다 약하지만 방사선에 안정

폴리메틸메타크리레트 강 황색 착색, 불투명화

폴리아크리로․니트릴 강

ABS 수지 강 황색 착색, 폴리에틸렌보다 약하지만 방사선에 안정

폴리카보네이트 강 100 kGy까지 안정, 황색 착색

에폭시 수지 강 100 kGy까지 안정

폴리프로필렌 약 황색착색, 조사후 경시적 재질열화(내방사선용 개발)

셀룰로오스 약 멸균선량으로는 안정

폴리아세탈 약

테프론 매우 약 10 kGy 이하의 저선량의 조사로 재질열화

라텍스 매우 강 내방사성 매우 강

우레탄 고무 매우 강 200 kGy 까지 안정

천연 고무 강 100 kGy 까지 안정

실리콘 고무 강 80∼100 kGy 까지 안정

부틸렌 고무 약 20∼30 kGy 까지 안정

○ 이식 조직의 방사선 살균은 American Assosiation of Tissue Banks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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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혈제품에 대한 방사선 살균은 혈장, 혈청알부민 등에 대하여 유효한 효과가 있으며 바이

러스 및 mycoplasma를 제거한 혈청의 제조가 상용화되고 있음.

○ 종양환자와 정상인의 혈청에 대한 방사선 조사 후, 종양환자의 혈청은 산화환원 값이 증가

하는 반면 건강한 사람의 혈청에서는 산화환원 값이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음. 이러한 임상

보고는 방사선을 의학적 진단기술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의료용품의 방사선 멸균 공정 관리는 후생성의 승인이 필요함. 후생성 약무국 

의치료기기 개발과를 중심으로 ISO, GRP, AAMI 등의 규격에 준한 의료기구의 방사선멸균 

기준인 JIS가 제정되어 있음. 현재 일본은 100 품목 이상의 의료기구 멸균에 감마선을 사용

하고 있음.

 

그림 2-2. 방사선 조사된 의료용품. 

○ 최근에는 의료기구의 위생화뿐만 아니라 방사선의 중합 유도 특성을 이용한 각종 의료기구 

및 소재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음. 화상치료나 피부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이드로겔

(hydrogels)의 제조가 그 예임.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는 유해한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잔류 가교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균을 

겸할 수 있으며 냉각상태에서도 가교가 가능한 특징이 있음. 향후 방사선을 이용한 다양한 

의료기구 및 소재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방사선 이용 의약품의 살균기술

○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공중보건 사고는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1966년 스웨덴에서 갑상선치료약에 Salmonella균이 오염되어 수백 명의 

감염환자가 발생한 예를 시작으로 안연고나 세정제 등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사고 예가 백 

여 건 정도 보고되어 있음. 최근 국내에서도 미생물에 오염된 근육 이완제가 제대로 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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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되지 않고 인체에 투여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 음.

○ 현재까지 출판된 각종 보고들을 살펴보면 의약품에 대한 멸균방법으로서의 방사선 조사는 

매우 폭 넓은 적용범위를 갖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그 이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그러나 

의약품의 성분 및 제품형태에 따라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선량의 제한이 필요하므로 좀 더 

폭 넓은 연구가 필요함.

○ 1980년대 중반에 이미 400종 이상의 의약품에 대한 방사선 멸균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의약

품의 일반적인 표준조사선량은 25 kGy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음.

○ 대부분의 연구는 조사한 제품의 효능변화, 독성학적 안전성, 물리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적

정 조사선량의 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음. 

○ 일반적으로 고형제품은 성분변화나 방사선에 의한 분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액상제품은 고형제품보다 색상이나 물성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음. 

○ 비타민류와 지방산이 포함된 제품의 경우 제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되

고 있음.

○ 방사선에 의한 제약류의 멸균은 대부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제품에서는 화

학적 분해가 수반되었음. 방사선에 의한 화학적 분해로부터 의약품을 보호하는 방법을 고

안하기 위하여 방사선 분해제품의 성질, 방사선분해가 일어나는 화학반응, 반응의 비례상수 

등이 연구되었음.

○ 의약품의 방사선 조사 후 제품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유의적이지 않더라도 생물학적 활성은 

상당한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임상효능에 관한 연구

수행 및 결과의 제시가 필수적임. 

○ 백신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방사선에 대하여 안정하므로 방사선 살균의 적용이 가능함. 

감염성을 없애면서도 항원성은 유지하는 비감염성 antigen의 제조에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

구가 진행되었음.

○ 효소제품은 제품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상당히 안정함. 식품

의 경우 미생물 살균을 위한 조사선량에서 잔존효소는 식품보존에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조사에 대한 효소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제약산업에서는 오히려 유효한 특성임.

○ 다양한 항생제에 대한 방사선의 향이 검토되었으며 항생제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향이 다르게 나타났음. 

방사선에 

향을 받는 

항생제

oxytetracycline(150 kGy), penicillin G(100 kGy), Na-ampicillin(25 

kGy), Na-azlocillin(25 kGy), Na-mezlocillin(25 kGy), disodium 

ticarcillin(25 kGy), Cefamandole(25 kGy)

방사선에 

안정한 항생제
위의 항생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항생제는 방사선에 안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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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크릴아미드의 방사선 중합에 의한 효소의 고정화 연구 등은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의

약품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 제약산업의 GMP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제약원료 및 제품의 방사선 살균 지침이 제시

되고 있음.

  ▣ 방사선 이용 화장품의 살균기술

○ 화장품의 방사선 살균은 의료기구 및 제약산업보다는 다소 늦었으나 화장품 원료와 제품의 

방사선 멸균도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산업적 이용이 보편화되

고 있음.

○ 화장품 원료 및 제품 이외에도 화장솔, 깃털, 도포구 등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용구의 멸균

에도 방사선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Nordion International Inc.는 1988년 2월에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의 감소를 위해 감마선 조

사가 이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개발에 착수하 음. 관련 보고서에는 목표제품군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방법, 캐나다와 미국의 관련법규의 범위, 실제 검사법, 제품별 권고사항 

등이 기술되었음.

○ 눈과 얼굴에 바르는 324종의 제품 중 27%가 그람음성 간균에 오염되어 있음이 보고되었음.

○ 미생물오염도가 높은 식물성 보형제, 젤라틴, 운모, 활석 등과 같은 화장품 원료의 방사선 

살균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어있음. 

○ 감마선 조사와 화학 보존제의 병용처리를 위하여 보존제의 감마선에 대한 안정성 연구가 

진행되었음. 대부분의 화학보존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이 관찰되었음.

○ 염료의 대부분은 방사선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았음.

○ 이온화 방사선을 이용한 향료의 생산에 관한 연구보고가 있음.

○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가교시킨 CMC 등 화장품 원료 물질의 보습향상 효과에 대한 보고

가 있음.  

○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전분, 젤라틴, 당류, PEG 등 각종 보형물질에 대한 물성변화 연구가 다

양하게 보고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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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방사선 이용 화장용품의 위생화.

  ▣ 방사선 이용 생약재 및 동물사료의 살균기술

○ 세계적으로 대체의학 및 천연물 의약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어 생약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

하고 있음.

○ 생약재의 경우 미생물 오염도가 높고 미생물 이외에도 곤충 및 기생충(동물성 원료)의 오염

도도 크므로 적절한 살균/살충 대책이 필요함. 방사선 살균에 대한 유효성이 보고되고 있

음.

○ 한약재의 경우 아직까지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양권에서의 수요가 크므로 북미 및 

유럽에서의 연구결과는 아직까지 적음. 인삼, 신선초 등에 관한 방사선 조사의 향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바 있음.

○ 북미와 유럽의 경우 식물성 원료인 허브류에 대한 방사선 향평가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있음.

○ 생약재는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생물학적 기능의 유지여부를 검증하는 임상평가와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가 가장 중요함.

○ 최근 생약재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할 때 방사선을 조사한 제품의 추출수율이 보다 높다는 

보고가 있어 이를 생산공정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보고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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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제약, 의약품, 한방약재의 위생화.

○ BT 및 의학연구에서 무균동물(Germ free), SPE(specific pathogen free)동물 등의 사육이 

필수적이며 이 때 미생물 및 기생충의 살균이 필요함. 기존의 고온가압살균이나 gas 살균

은 제한성이 큼. 

○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한 사료의 멸균은 30 kGy의 선량으로 이루어짐.

○ 이 분야의 연구는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음. 1980년대에는 미국의 실험동물 기

술자 협회를 중심으로 검토되어 산업화가 추진됨.

○ 대부분의 연구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양성분의 변화, 동물의 생육 및 독성 평가 등이 주

를 이루고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전체 실험동물사료의 20%가 방사선으로 살균처리 되고있음. 가격은 비조

사 사료의 2배 이상임.

○ 가축용 약품 및 각종 위생용품의 방사선 살균이 산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광우병, 돼지콜레라, 구제역 등의 가축 전염병 확산으로 실험동물 뿐만 아니라 일반 가축용 

사료의 무균화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가축질병 발생의 위험도가 일반사료의 방사

선 조사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시점에서 산업적 활용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기타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살균기술

○ 편의식품의 수요 증가 및 식품산업에서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의 도입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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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어 식품 포장재의 무균화가 식품 위생화의 중요한 단계로 인식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포

장필름의 연신 공정이 고온에서 이루어지므로 무균 상태일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으나 

연신 공정이나 사출 공정 등에서 발생된 이온화 정전기로 낙하균이나 공중 부유균이 포장

지에 부착되어 미생물의 오염이 빈번하게 일어남.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필름

내부에 고착된 아포는 물론 곰팡이 포자까지 완전 사멸이 가능함. 

○ 현재 미국이나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식품포장재의 멸균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기술

을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도 일부 포장재료 생산업체에서는 일본과 기술제휴로 

감마선 멸균된 무균 포장필름을 간편 조리식품이나 연포장 제품 및 유제품 생산업체 등에 

제공하고 있음.  

○ BT 연구에 있어서 잔류 EO gas나 화학약품이 실험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고문서나 목각 문화재의 원형 장기 보존과 각종 기념 타임캡슐 수장 물품에도 감마선 멸균 

기술이 이용되고 있음. 

○ 이집트나 프랑스 등에서는 고문서나 목재 골동품 등의 해충이나 곰팡이 제거를 위해 감마

선 조사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약품의 훈증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임. 특

히 고문서와 같은 서적류를 적재상태에서 훈증하는 할 경우 그 훈증가스가 서적내부까지 

침투가 어려워 심층부의 충란 제거가 어렵고, 심지어 살아 있는 성충이 오염되지 않은 서책

사이로 이동하여 오히려 서책내부의 서식처 마련으로 인한 파손이나 오염을 심화시킬 수도 

있음. 

○ 타임캡슐의 기념 수장물품은 장기보존을 위해 멸균/멸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국내에서는 

1994년 서울정도 600년을 기념하여 타임캡슐에 수장된 600점의 물품과 두산타워 건물의 기

공을 기념한 타임캡슐 등에 대해 감마선 조사기술이 이용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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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포장재의 방사선 조사 허용선량

포    장    재    료 허용선량(kGy)

Kraft paper 5

Glassine paper 10

Wax coated paperboard 10

Nitrocellulose coated cellophane 10

Vinylidene chloride copolymer(saran) coated cellophane 10

Vegetable parchment 60

Vinylidene chloride-vinyl chloride copolymer film(saran) 10

Vinyl chloride-vinyl acetate copolymer film 60

Rubber hydrochloride films 10

Polypropylene films 10

Ethylene-alkene-1 copolymer 10

Nylon 6 films 60

Polyethylene films 60

Polystyrene films 10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s 60

    (US FDA 자료)

  나. 국내현황

▣ 방사선 이용 공중보건제품 위생화기술 전반

○ 방사선살균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20여 년 간 

수행되었음. 

○ 대부분의 연구는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살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 음.

○ 산업시설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 지원한 민간기업(그린피아기술 주식회사)에 의해 

1987년 6월 경기도 여주에 국내 최초 상업적 다목적용 방사선 조사시설(Co-60, 100만 Ci)

이 준공,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 1기가 추가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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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처리는 화학살균제나 가열살균을 적용할 수 없는 제품을 중심으

로 이용되고 있음. 주요 이용업체는 수출용 가공식품 생산업체나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가공원료의 미생물 기준을 엄

격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납품하는 일부 식품가공원료 생산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

들 식품의 년간 방사선 처리량은 약 2,000여톤 정도임. 

○ 현재 제약 및 의료용품의 방사선 멸균 연간 처리물량은 약 1,500여 톤에 달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되고 있는 의료용품들은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모성 진료기구

와 진단용 기구들이 주된 품목을 이루고 있으며, 가열멸균이나 가스훈증법을 적용할 수 없

는 일부 품목들에 한하여 이용되고 있음. 

○ 국내에도 내방사선 재질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플라스틱 원료 자체를 외

국으로 수출까지 하고있음. 내방사선 플라스틱 원료의 국산화에 따라 의료기구 및 포장재 

분야의 방사선 멸균이 크게 확대될 것임. 

○ 국내의 공중보건 물품의 방사선 살균 관련 표준은 아직 미흡하며 조사요청 업체 및 조사대

행업체에서 외국의 연구 또는 규격관리 예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는 수준임. 국내의 제

약 및 의료용품 산업에서의 조사선량은 아래 표의 수준임. 

○ 공중보건제품의 경우에도 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의 선례를 검토하여 일부품목이 조사되고 

있으나 국내의 기반연구가 미약하고 산업화를 지원할만한 제도, 법규, 품질관리 및 품질보

증 시스템 등 기반기술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용

업체는 증가하고 있음. 

○ 천연성분을 화장품, 식품, 의약품 등 공중보건제품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물

질의 생리활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제품에 첨가시 제품의 특성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제하는 공정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천연물질(폴리펩타이드, 폴리사카라이드 등)의 구조

를 변화시킴으로써 생리활성 즉, 효능을 상승시키고, 산업적 사용의 가장 큰 장애 요소 던 

천연물질의 불필요한 색소와 잔류농약을 비롯한 불순물을 제거하여 고순도, 고농도의 신소

재를 생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음. 

○ 이러한 천연물질의 생산기술은 녹차를 비롯한 감잎, 대나무, 포도씨, 상백피, 당나무, 뽕나

무, 감초, 쑥, 인삼 등 항산화, 항노화, 항균, 미백효과 등 여러 생리작용이 확인된 국내 천

연 식물성분과 한약재의 보존, 고부가가치 가공에 활용될 것임.

○ 국내 제약산업에서 특히 생약 및 한방약재의 미생물 오염 대책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히 해

결되어야할 문제임. 생약원료(식물, 동물장기 및 분비물 등)의 미생물 오염은 생산지에 따

라 차이는 있지만 시료 1 g당 생균수가 10
3 
- 10

7
개에 달하고 있어 적절한 위생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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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kGy 이내의 선량에서 감마선을 조사한 인삼의 생화학 및 양학적 안정성을 평가하

음. 사포닌과 ginsenoide-RGI 등 기능성 물질의 함량에는 변화가 없었으며 5 kGy 이상에

서는 황함유 아미노산의 함량이 감소하고 proline과 lysine의 함량이 증가하 음. 방사선을 

조사한 인삼의 보존성은 미생물 및 곤충의 사멸로 보존성이 현저히 증가하 음. 

○ 조직은행 및 생물의약품은 생체조직 및 생체에서 얻은 소재를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는 시

스템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몇몇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을 중심

으로 Bone Bank, Tissue Bank 등이 운 되고 있음. 조직은행의 경우 취급하는 대부분의 

생체 소재가 뼈, 근대와 같은 결합조직들로서 기부자(donor)의 사망과 함께 절취되어 위생

화 처리를 거쳐 해당 환자에게 시술하게 됨.  

○ 현재까지 이용되어온 품질보증 방법은 화학 훈증제와 가압 멸균법 등이 사용되었으나, 처리

에 의한 변성으로 조직적합성이 떨어지게 되거나, 물리적 특성의 변화로 이식 후 부작용이 

발생되는 예가 발생되고 있음. 또한, 화학약품의 독성으로 조직은행과 같은 생물․생체 의

약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대체 기술로서 방사선 멸균법(radiation sterilization)이 

고려되어 왔음. 

○ 인공씨감자 조직배양용기 멸균으로 국내 최초로 인공씨감자 개발에 있어서 가장 곤란을 겪

었던 부분이 조직 배양시 배양용기에서 배양되는 씨감자 조직의 괴사로 배양이 곤란하다는 

문제 음. 조직배양 중에 발생되는 조직괴사현상에 고심하던 연구원들은 배양용기를 멸균

하면서 잔류된 멸균가스인 EO gas의 독성이 원인임을 발견하고, 그 대체방법으로 독성물

질의 잔류가 전혀 없는 감마선 조사방법으로 멸균된 용기를 선택함으로써 씨감자의 인공배

양기술이 성공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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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5. 국내 제약 및 의료용품산업에서 방사선 조사 이용품목 및 적정 조사선량

품  목 선량 (kGy) 품  목 선량 (kGy)

수술용 장갑 20 원심분리관 25

흡수성/비흡수 봉합사 25 인공장기 25

수술칼/의복/포 25 브러쉬/화장솔 20

압박대/붕대 25 맛사지 팩 10

치과용 소독/충진제 25 혈액 투석기 25

안약 공병 20 설압저 15

한방침/주사바늘 25 전자수술기/수술장비 25

바셀린 거즈 20 여과필터 20

1회용 밴드 25 멸균 테이프 25

유린 백 25 알부민 25

안대 25 연고류 20∼25

채혈/수혈/수액세트 및 백 25 좌약 10

탈지면 15 항생제류 7∼20

젖병 꼭지 15 칼슘/비타민 등 양제 3∼10

콘텍트 렌즈 10 혈청제품 15

피임기구/생리대 15 인슐린 10

배양 디쉬 15 동식물 생약재 원료 10∼25

 (자료 : 그린피아기술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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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방사선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국내업체 수.

 2. 위생미생물의 방사선 향평가 및 활용

  가. 국외현황

▣ RT/BT 융합기술 기반 미생물의 radiation therapy 이용기술 

○ RT/BT 융합기술이란 방사선 이용기술과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하여 RT 또는 BT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각 분야의 첨단기술 또는 고부가가치 신제품을 개발하는 기술

임. RT/BT 융합기술의 개념은 국내 방사선식품생명공학 연구팀에 의하여 세계적으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외국에도 구체적 연구사례는 적으나 이와 연관된 유사연구사례는 여러 분

야에서 찾아볼 수 있음. 

○ 방사선의 생물에 대한 작용은 미생물의 살균과 인체의 방사선에 대한 방호의 관점에서 폭

넓게 수행되어 왔음. 본 연구과제에서는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에서 제어대상인 

미생물을 그 연구대상으로 함.

○  미생물의 방사선 조사 감수성과 생물학적 향은 세포 구성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과 

함께 방사선에 의하여 세포내의 특정물질이 분해되어 표적에 향을 주는 간접작용에 의하

여 결정된다고 알려져 있음. 이를 보다 자세히 구분하면 ① 직접적인 상해요소인 방사선의 

성질과 그 양  ② 방사선 유도성 화학물질의 수, 성질, 잔존성  ③)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 

고유의 저항성이나 손상에 대한 복구능력 ④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세포내․외 환경의 

향 등에 의하여 향을 받으므로 미생물의 방사선 저항성에 대한 비교나 연구는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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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모든 조건들이 명확히 규명되었을 때에 유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음. 

○ 방사선은 미생물 세포에서 매우 다양한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대한 가장 위험한 표적은 DNA로 알려져 있음. DNA에 대한 방사선의 직접효과는 DNA 분

자결합 자체의 파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간접효과는 DNA의 주변환경을 이루는 물분자를 

수소분자(H˙), 수산 radical(OH˙), 수용성 전자(es
-
)와 같은 1차 radical로 전환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짐. 특히 OH˙ radical은 DNA 분자의 수화 경계면에서 90% 정도의 손상율을 

차지함으로써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지고 있음. 직

접적인 DNA의 손상은 DNA의 구성요소인 purine과 pyrimidine 염기, 그리고 deoxyribose

의 화학적 변환을 유도하여 DNA 단일사슬의 phosphodiester 결합이나 DNA의 이중나선 

결합구조를 파괴함으로써 나타남.

○ 방사선 기술의 BT 적용은 방사선의 DNA에 대한 specific한 작용을 이용한 돌연변이의 제

조가 가장 일반적임. 세계적으로 화학적 mutagen과 함께 방사선이 중요한 mutagen으로 이

용되어 왔음. 

○ 방사선에 대한 유전자의 반응과 작용기작이 심도있게 연구됨으로써 방사선 저항성세균이나 

비교적 방사선 저항성이 큰 바이러스의 방사선 살균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병

용처리, 환경요인의 조절 등)이 개발되고 있음.

○ 방사선의 자극에 따른 DNA의 파괴시 이를 보수할 수 있는 repair system의 연구가 생물체 

전체 모델시스템에서 다양하게 연구되었음.

○ 방사선의 자극에 대하여 특이적으로 반응함으로써 특정 단백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

(radiation stimulated gene)가 일부 생물체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를 BT 산업에서 활용하려

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를 위한 방사선 조사시 방사선 조사선량은 대상 제품의 특

성 또는 미생물의 제어 수준에 따라 조사선량이 제한됨. 특히 부분살균의 경우 생존 미생

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미생물들이 부정적인 형태의 돌연변이를 일으킬 가능성에 대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음. 

○ 병원성 미생물들의 독소생산과 관련된 유전자는 단일 gene이 아닌 몇 개의 유전자가 복합

적으로 compex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론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하여 독소생산력이나 감염성

이 높아진 mutant가 생성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과학적인 실

증연구는 찾아볼 수 없음.

○ 방사선 조사 후 생존 미생물들은 대부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차 사멸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 이러한 post irradiation effect에 관한 연구는 특히 식품모델에서 많은 연구가 

되어왔으나 환경생태학적인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연구는 이루어진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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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T/BT 융합기술은 미생물 또는 유전자 수준에서의 연구뿐만 아니라 의학분야, 생물소재분

야에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음. 신개념의 의약소재 및 질병예방물질의 개발, 물질변환에 

의한 각종 BT 기능성 소재의 개발, biopolymer 개발, 자원의 재활용, 환경오염물질의 재처

리 등이 그 예임. 

  나. 국내현황

▣ RT/BT 융합기술기반 irradiation therapy 이용기술

○ 방사선은 조사 선원 및 선량의 조절, 다른 돌연변이원과의 병행처리 등에 따라 다양한 돌연

변이체를 효과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분리된 돌연변이체는 즉시 관련산

업에 이용될 수 있어 경제산업측면이나 기술적 측면에서의 활용도가 커 방사선생명공학기

술개발의 일환으로서 이 분야의 연구가 필요함.

○ 미생물학 및 생명공학의 발달로 의학, 공업, 농업, 환경, 식품 등의 산업에서 미생물의 활용

도가 커지고 있으나, 유전자조작 기술은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며 개발비의 소요가 크고 

연구개발 완료 후에도 산업적인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따라서 방사선 기술과 BT기술

의 접합으로 유용한 산업미생물의 개발이 필요함.

○ 국내 BT 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70∼80% 정도의 기술 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

나, 세부적인 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선도기술에 의해 경쟁력이 좌우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혁신이 시급함. 국내 바이오 산업에서 방사선기술을 접목한 연구개발은 지금까지 수행

된 바 없음.

3.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가. 국외현황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 선진국 및 식량 수출국을 중심으로 각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산업적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1991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매년 50만톤 이상의 식

품이 조사처리되고 있다는 공식집계가 발표된 바 있으나, 현재 미보고된 국가나 업체들을 

감안하면 실제 처리되고 있는 양은 수 백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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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식품조사 허가국가 및 목적별 허가품목수 

                                          (2000년 5월 발간 IAEA 제공자료)

○ 식품 조사와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은 42개국에서 230여종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

고, 이 중 30여개국이 상업적 규모로 본 기술을 실용화하고 있다. 또한 2002년 현재 세계

적으로 식품조사에 활용되고 있는 감마선 조사시설은 234기 이상에 이르며, 현재 건설중이

거나 건설계획인 조사시설도 약 12여기에 이르고 있음(IAEA,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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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선량을 판정할 수 있는 검지기술임. 

○ 현재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로서 개발된 방법은 조사된 식품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차

이를 이용하는 방법이 대부분임. 검지방법은 크게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으로 나눌 수 있는데, 물리적 방법으로는 electron spin resonance(ESR) spectroscophy, 

thermoluminescence(T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PSL) 등이 있고, 화학적 방법은 식

품내 지방 산화로 생성되는 휘발성 성분들을 GC-MS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있

허 가 국 목적별 허가품목 허 가 국 목적별 허가품목

아르헨티나 13 멕   시  코 102

방 라데시 21 네 델 란 드 19

벨  기  에 11 노 르 웨 이 3

브  라  질 27 파 키 스 탄 87

이  집  트 4 필   리  핀 3

캐  나  다 7 폴   란  드 5

칠      레 20 남아프리카공화국 89

중      국 23 스   페  인 2

쿠      바 18 시   리  아 20

체      코 2 태       국 25

덴  마  크 2 터  어   키 92

핀  란  드 2        국 43

프  랑  스 41 우 루 과 이 1

헝  가  리 13 미       국 47

인      도 23 배   트  남 8

인도네시아 22 유       고 23

이      란 1 일       본 1

이 스 라 엘 47 한       국 15

이 탈 리 아 6 러시아연방 52

코스타리카 12 우쿠라이나 47

크로아티아 72 가      나 172

WHO/FAO/IAEA 모든 식품허가 CODEX 모든 식품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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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생물학적 방법은 식품의 DNA의 분석을 통한 조사유무를 검지하는 single cell gell 

electrophoresis, 일명 Comet assay법과 단백질 항원의 변화를 항원-항체 반응법으로 분석

하는 ELISA 면역분석법과 bioassay법이 있으며, 오염 미생물의 사멸정도를 분석하여 판별

하는 direct epifluorescent filter technique(DEFT)/ conventional aerobic plate count(APC)

이 있음. 

○ 세계적으로 다양한 식품에 대하여 여러 검지법들이 연구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 유의성 있

는 연구결과들이 각국의 검지법으로 채택되어 법규화되고 있음. 

○ 가장 대표적으로 1997년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들은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평가를 위

한 5 가지의 표준공전을 제정하 으며 최근 4개항을 추가 신청 중임. 각 공전 내용은 표에 

나타내었음. 

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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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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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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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방사선 조사식품 조사여부 판별기술 개발수준 비교

검 지  방 법 선진국 (독일․ 국 외) 한     국

TL, PSL & ESR 검지법 실용화 연구 단계 연구 중기 단계

GC 검지법 실용화 연구 단계 연구 중기 단계

DNA comet assay 적용 연구 단계 연구 중기 단계

기 타  방 법 연구 초기 단계 연구 준비 단계

○ 최근 UR/GATT에서는 국제식량교역의 검역분쟁을 해결하고 식품의 위생화 방법으로 방사

선조사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승인하 고, UN 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 친화적 기술로서 적

극 권장하고 있음. EU Committee에서는 ‘02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들을 검토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검증한 것을 계기로 EU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임. 특히, EU를 중심으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

지기술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고 일부 방법들은 실증단계에 도달했으며, 선진국/국제기구에

서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검역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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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기준이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OECD가입국에 대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소비자 홍보교육과 더불어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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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임. 

○ 향후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내 보건 위생환경의 향상과 수출주도품목의 경제적인 장점과 

이익에 관련된 중요한 식품산업기술로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산업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식품위생기술로 평가되어 이용

될 전망임.

  나. 국내현황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열발광 분석

(thermoluminescence, TL), 광자극 발광분석(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유리기 

측정(ESR), GC-MS에 의한 2-alkylcyclobutanone 및 hydrocarbon 분석, DNA comet 

assay 등의 방법을 개발하여왔음. 

표 2-10. 국내 방사선 조사 허가품목

 품          목    조 사 목 적 허가선량 (kGy) 허 가 일 자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생 및 건조)

발아, 발근 억제

발아, 발근 억제

살충, 숙도 조정

0.15이하

0.25이하

1.0 이하

1987. 10. 16.

1987. 10. 16.

1987. 10. 16.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 분말 

된장, 고추장, 간장 분말

조미식품용 전분

살균,살충(위생화)

살균,살충(위생화)

살균,살충(위생화)

7 이하

7 이하

5 이하

1991. 12. 14.

1991. 12. 14.

1991. 12. 14.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 채소류 살균,살충(위생화) 7 이하 1995.  5. 19. 

건조향신료 및 이들조제품 살균,살충(위생화) 10 이하 “

효모,효소식품 살균,살충(위생화) 7 이하 “

알로에 분말 살균,살충(위생화) 7 이하 “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 7 이하 “

2차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살균 1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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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 공정(법규) 개정 및 신규 품목허가 입법 예고안 

현행 입안예고(안)

    ㉮ 감자, 양파, 마늘 : 0.15 kGy 이하
    ㉯ 밤 : 0.25 kGy 이하
    ㉰ 생버섯 : 1 kGy 이하
    ㉱ 건조버섯 : 1 kGy 이하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 10 kGy 이하

    ㉳ 가공식품 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 
       분말 : 7 kGy 이하
    ㉴ 된장 분말, 고추장 분말, 간장 분말 
       : 7 kGy 이하
    ㉵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 5 kGy 이하
    ㉶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 7 kGy 이하
    ㉷ 효모․효소식품 : 7 kGy 이하
    ㉸ 알로에 분말 : 7 kGy 이하
    ㉹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 7 kGy 이하
    ㉺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 10 kGy 이하

  

 ① 감자, 양파, 마늘 : 0.15 kGy 이하
 ② 밤 : 0.25 kGy 이하
 ③ 생버섯 : 1 kGy 이하
 ④ 건조버섯 : 5 kGy 이하
 ⑤ 건조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 10 kGy 이하
 ⑥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수산품 및 건조식육품 : 7 

kGy 이하
 ⑦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식육
    : 냉장 4.5 kGy 이하, 냉동 7 kGy 이하
 ⑧ 분쇄가공육제품 : 3 kGy 이하
 ⑨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 5 kGy 이하
 ⑩ 분말장류 및 메주 : 7 kGy 이하
 ⑪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 10 kGy 이하
 ⑫ 침출차, 분말차 : 10 kGy 이하
 ⑬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
    5 kGy 이하
 ⑭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 5 kGy 이하
 ⑮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과․채소류 : 7 kGy 이하
 ⒃ 효모․효소식품, 키토산가공식품, 화분가공식품, 조류

식품 : 7 kGy 이하
 ⒔ 알로에 분말 : 7 kGy 이하
 ⒕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 7 kGy 이하
 ⒖ 2차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 10 kGy 이하

○ 한편, 이처럼 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평가방법이 다양한 것은 각 식품의 성분 및 특성이 

달라 방사선 조사에 대한 물리, 화학, 생물학적 반응이 다르기 때문임. 따라서 모든 식품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 여부 평가방법을 찾기는 어려우며 각 식품, 또는 

식품군에 따라 가장 유효한 방법을 선택해야함.  

○ 국내의 식품 방사선조사는 1987, 1988, 1991, 1995년 4차례에 걸쳐 총 18개 품목의 식품조사

가 허가되어 현재 주로 수출품에 대한 상업적 식품조사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4.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역기술

  가. 국외현황

  ▣ 방사선 조사 제품의 검역 및 품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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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생물이나 해충의 오염이 쉽게 되는 천연섬유소재나 면직류 소재들로 만든 인형이나 완구

류 그리고 목각 제품들은 국제무역이 증가됨에 따라 이들에 오염된 해충란과 세균 및 곰팡

이류에 대한 검역처리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기술이 이용되고 있음. 

○ 이들 제품에 오염된 해충이나 균들은 그동안 훈증약품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검역통관이 가

능했으나 현재 검역기술의 발달과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는 위생기준의 설정으로 검역통관

이 거부되는 경우가 발생함. 이것은 제품의 집부분이나 조직 내부에 고착된 충란 및 미

생물에 대해 약품이 침투되지 않아 사멸되지 않는 가림효과(Shadow effect)때문이며, 감마

선 조사기술은 이러한 가림효과가 없기 때문에 폐 포장 상태에서 완전 사멸이 가능함. 

○ 핵 청정국가인 호주와 뉴질랜드는 자국내 동식물의 안전 검역을 위해 방사선 조사기술을 

전면 수용하 고(2002년 2월), 먼저 열대산 과일을 중심으로 방사선 조사를 승인하 음

(2002년 12월). 

○ 곡류, 과일, 채소 등에 오염된 해충(알, 애벌레, 성충포함)은 0.1∼0.75 kGy(0.2∼1.0 kGy)의 

저선량 조사로서도 제거되며(표 5), sterile insect technique(웅성불임기술)도 포함됨. 일반

적으로 인체에 특히 유해하고 환경공해를 이유로 ethylene dibromide, methyl bromide, 

ethylene oxide 등의 화학 훈증제와 농약에 의한 해충구제 방법이 국제적으로 금지되고 있

는 추세로 그 대체방안으로서 방사선 조사기술이 권장되고 있음. 

○ 검역 기준의 해충 및 기생충의 사멸선량은 아래의 표와 같이 0.5 kGy 내외의 비교적 낮은 

선량에서 처리가 가능함. 

표 2-12. 주요 검역관리 해충의 사멸을 위한 방사선 요구선량 

학    명 일 반 명 적용선량(kGy)

Bactrocera dorsalis Oriental fruit fly 0.25

Ceratitis capitata Mediterranean fruit fly 0.23

Bactrocera cucurbitae Melon fly 0.21

Anastrepha suspense  Caribbean fruit fly 0.15

Anastrepha ludens Mexican fruit fly 0.15

Anastrepha oblique West Indian fruit fly 0.15

Anastrepha serpentina Sapote fruit fly 0.15

Bactrocera tyroni Queensland fruit fly 0.15

Bactrocera jarvisi (No common name) 0.15

Bactrocera latrifons  Malaysian fruit fly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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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식품에서 발견되는 기생충과 방사선 사멸선량 

학    명 일 반 명 적용선량(kGy)

Toxoplasma gondii 톡소포자충 0.25

Trichinella spiralis 선모충 0.30

Cysticercus bovis  무구낭미충 0.4 ∼ 0.6

Cysticercus 낭미충 0.4 ∼ 0.6

○ 방사선 조사제품의 품질보증은 조사 전의 품질관리, 조사 공정 관리, 조사 후 품질평가 등 

연속된 공정과 국제교역, 유통, 안전성 확인 등의 총괄적인 분야에서 국제적인 

harmonization을 추구하고 있음.

○ 방사선 조사 전 공정은 GMP 또는 HACCP 기준의 관리를 조사공정은 GRP(Good 

Radiation Practice)를 근간으로 함.

○ 식품의 경우 CODEX 규격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제약산업의 경우 멸균제품의 제조와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은 AAMI 지침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일반적으로 멸균 보증개념의 멸균 수준은 10
-6
이 제시되고 있음.

○ 의료기구의 품질보증은 AAMI B1의 지침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폭넓은 보완이 이루어

지고 있음.

○ 품질보증을 위한 품질관리 실무 지침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각 lot 별로 멸균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미생물 시험법이 sampling부터 검증까지 확립되어있음.

○ 특히 방사선 저항성이 큰 포자생성세균의 경우 Bacillus pulmilus를 지표로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생물약품의 품질보증/품질관리 프로그램의 중요한 측면에서 바이러스의 

제거와 불활성화에 대한 유효성을 확인하 으며 유효성 확인을 위한 검사계획서가 제시되

었음. 

○ 의료용구 산업에서 사용되는 각 멸균방법들에 대한 유효성 확인 방법과 절차들은 이미 출

판되어 있으며 EN 29000 기준에 맞는 품질시스템의 맥락에서 멸균 유효성 검사방법이 제

시되었음.

○ 국제 방사선식품조사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ICGFI) 제 18차 회의(이탈리아, 로마, 2001년 10월 23∼25일)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

적 실용화 확대를 위한 규정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국제기구(WHO, FAO, Codex 

등)에 제안/협의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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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방사선 식품조사에 대한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규정) 일반규정 및 조사식품의 표

식 조항의 변경제안 협의.

   ⅱ) ICGFI 회원국간 식품조사의 법규정 통일화와 실시규정에 대한 국제적 규칙 초안 마련. 

   ⅲ) 식품의 고선량 방사선 조사에 대한 홍보책자 초안 작성.

  나. 국내현황

  ▣ 방사선 조사 제품의 검역 및 품질보증

○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류 등의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기관인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검역소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동물검역과 식물검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담당하고 있음. 다만 식

품 등 검사대상 중 수제품은 행정권한 위임위탁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국립수제품검사

소(지소)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축제품(식육), 축산가공식품의 검사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지

원 포함)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음. 

○ 아직까지 방사선 조사식품이나 공중보건제품을 검지/검역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어져있

지 못함.

표 2-14. 각 부처별 수입식품관리 현황

부처별 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축제품가공처리법
식품위생법

관련

부서

서울,경인,부산지방청의 

수입검사과 및 3개 지소

10개의 

국립검역소

국립식물검역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제품검사소

 

○ 현재 국내 규격은 Codex 기준 중 일반기준 및 표기사항 정도만 수용하여 실시하는 수준임. 

식품조사는 허가된 품목에 한하여 등록된 조사시설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또한 조

사식품을 수송할 경우에는 송장(送狀)에 조사시설명, 조사 년 월 일, 수량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포장식품의 경우에는 규정된 방사선 조사식품 마크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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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방사선이용 공중보건 산물의 위생화기술

  1.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 연구현황 및 동향 보고

   의료 및 실험기구의 방사선 살균기술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서 EO gas 살균의 문제점과 함

께 방사선 살균의 일반론, 그리고 공중보건 제품의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및 산업

현황을 보건산업진흥원과 연계하여 조사하고, 이를 보건산업기술동향 잡지에 보고하 다. 보고

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서 론

  일회용 주사기, 수액세트, 수술용 기구, 페트리접시, 일회용 피펫 등 각종 의료기구와 실험기

구는 의료목적 또는 연구목적에 따라 반드시 멸균 상태로 사용자에게 공급되어야한다. 그동안 

의료기구와 실험기구 등 공중보건제품의 멸균에는 ethylene oxide gas(EO gas)를 이용한 훈증

살균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훈증살균 방식은 살균과정에서 작업자에게 가

스가 직접 노출되거나 처리 후에도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체에 대한 유해 위험이 크다. 

EO gas는 인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는 암이나 급성중독 작용을 유발하고 의료기구에 소량이 

잔류된 경우에도 각종 과민반응과 염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

면에서도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며 일부 훈증제는 오존층의 파괴를 유발한다. 따라서 세계

보건기구(WHO)는 훈증제의 사용중지를 권고하여 왔으며 이미 식품산업에서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1991년 7월 1일자로 EO gas의 사용이 전면 금지된 바 있다. EO gas와 유사한 

methyl bromide의 경우에도 몬트리올 환경협약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은 2005년까지 20% 감축, 

2015년 전면 금지키로 하 으며, 선진국은 1999년 25%, 2001년 50%, 2003년 70% 감축에 이어 

2005년 전면 금지키로 하 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EO gas 살균이 상대적으로 값이 싸

고 이를 대체할만한 기술이나 시설의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의료기구와 각종 실험기구의 살

균에 여전히 훈증살균 방식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혈관이나 생체조직과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피한 의료기구와 각종 실험기구 등에 대하여 잔류위험성이 큰 EO gas 살균 방식

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의 산업

적 적용이 시급하다. 

  방사선 조사 기술은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를 위한 가장 유효한 훈증살균의 대체기술로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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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어 세계적으로 그 산업적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자국에서 생산되는 의료기

구 화장품, 의약품 등 각종 공중보건제품의 50% 정도가 (일부 의료기구 품목은 거의 90% 이

상) 방사선 조사되고 있으며 이 중 방사선원의 사용 비중은 감마선이 80%, 전자선 이 20% 수

준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003년 IMRP 발표자료).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살균은 1956년 

미국에서 전자선을 이용하여 수술용 봉합사를 멸균한데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후 Co-60 감마

선 선원이 개발되면서 대량의 멸균처리가 상업적 규모로 실시되었다. 최초의 상업화는 1962년 

Jonhson & Jonhson사가 Co-60 감마선 조사시설을 설치하여 자사의 의료제품을 멸균처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후 1970년대 초 미국의 Isomedix사와 Gammastar사가 설립 운

되면서 의료제품의 방사선 멸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가 축적되기 시작하 다. 

현재 세계적으로 약 50개국에서 200여기 정도의 방사선 조사시설이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에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방사선 조사시설의 건설을 확대하여 자사제품

의 멸균(In-house sterilization) 및 제 3자 계약멸균(Contract sterilization) 시설로서 그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조사는 제약(일부 항생제, 좌약, 연고 

등), 의료용품(수술용 기구, 봉합사, 주사바늘, 멸균테이프, 혈청제품, 이식조직, 인공장기 등), 

화장품, 위생용품(위생티슈 등)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하여 소량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으나 크게는 ① 방사선 살균 시 부가되는 비용 상승

에 따른 생산자의 기술적용 기피 ② 국내 방사선 조사 처리시설의 부족 ③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을 지원할 수 있는 총괄적인 연구 및 제도적 장치의 미비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

겠다. 의료기구의 EO gas 살균 시스템을 보다 안전한 방사선 살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는 연구 확대와 제도적 규격의 정립이 급선무이다. 이미 선진국은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제

품의 위생화 기술 분야에서 산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를 심도 있게 수행하여 왔으며 산

업규모도 기술개발을 위한 재투자가 가능한 단계에 있다. 그러나 국내의 공중보건제품 방사선 

살균 기술은 아직까지 초보단계에 있고 산업기반 또한 미비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본 기술 분

야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 개발된 선진기술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용화 연구와 

함께 국제경쟁력이 있는 독창적 연구과제 도출 및 개량기술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방사선이용 공중보건위생

화기술개발과제」가 한국원자력연구소 주관으로 2004년부터 수행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뒤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겠다. 이에, 의료 및 실험기구의 방

사선 살균기술 확대를 위한 제언으로서 EO gas 살균의 문제점과 함께 방사선 살균의 일반론, 

그리고 공중보건 제품의 방사선 조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 및 산업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나. Ethylene Oxide 훈증살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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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gas는 강한 화학반응을 지니며 실온에서 연소되는 기체로 강력한 생물독성을 갖는다. 

EO gas를 이용한 살균, 소독 방식은 1920년대부터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 

EO gas의 인체에 대한 유해성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특히 발암성과 돌연변이성이 확인

됨에 따라 엄격한 관리를 위한 지침이 마련되었으며 점차 그 사용이 제한되기에 이르 다. EO 

gas의 유해성은 크게 살균시설에 근무하는 작업자들이 공정과정에서 EO gas에 노출되는데 따

른 작업 환경요인으로서의 위험성과, 살균처리 후 대상제품에 EO gas가 잔류되어 제품의 사용

자가 피해를 보는 잔류독성으로 대별될 수 있다. 

  다. 작업 환경요인으로서의 위험성

  EO gas의 작업 환경요인으로서의 독성에 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관점에서 수행되어 왔다. 연구의 1차적인 접근은 EO gas를 실험동물에 직접 노출시켜 그 반응

을 관찰하는 것이었으며 이어서 EO gas 살균에 관련된 작업자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장기적

인 역학조사가 수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조직배양 또는 분자생물학적 실험방법을 이용한 

인체독성 연구가 보다 상세하게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EO gas의 발암성, 돌연변이성 등이 

확인되었다. EO gas 노출의 1차적 병변은 피부, 눈, 호흡기 등의 점막에 대한 국소적 반응이며 

이어서 신경계의 손상을 초래한다. EO gas의 발암성은 EO gas의 alkylation 반응, hemoglobin

이나 DNA 등 생체 고분자에서의 hydroxyethyl 생성반응 등 직접 또는 간접적 요인에 의한 

DNA의 변화에 의해 유도된다. 

  EO gas의 작업환경요인으로서의 위험성 및 사례를 지적한 보고사례는 매우 많다. 이 중 중

요한 내용만을 간략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EO gas의 발암성에 관한 연구에서, 세포실험, 동물실험 등을 통하여 유전자 수준 및 기타 

기작에 의한 다양한 발암성이 확인되었다. 

○ EO gas 살균을 시행하는 병원 근무자의 EO gas 노출에 관한 연구에서 살균작업 담당자의 

11.3%, 간호보조사의 10.6%가 자연적으로 EO gas를 흡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사고에 의하여 500 ppm의 EO gas에 2-3분 노출된 사례에서 일시적인 의식불명과 발작이 

나타났다. 

○ EO gas 생산업체에 근무하는 작업자를 대상으로 한 역학조사에서 EO gas에 노출된 각 

subgroup에서 헤모 로빈과 lymphocytosis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1961-1977년까지 EO gas 

생산업체에 근무한 작업자의 사망률은 인반인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

○ EO gas 노출에 따른 신경독성 평가결과 250 ppm의 EO gas에 노출된 경우 임상적 변화 

이외에 우울증, 걱정 등의 다양한 심리적 변화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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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통계결과 1994-1998년 5년에 걸쳐 EO gas 살균 시설에서 10건의 EO gas 폭발사고

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59명이 부상하 다.

○ EO gas 앰플을 운반하다 깨뜨린 43세 여자의 EO gas 노출사고에 대한 임상보고로 노출수

준은 500 ppm에서 2-3분으로 추정되었다. 초기반응은 구토와 경련이었다. 그 후 약 1분간 

호흡정지가 나타났으며 산소호흡 후 약 1분간은 구토증상 없이 깨어났다. 약 3분후 다시 구

토와 의식불명이 나타났으며 산소호흡 등의 응급처치 후 24시간정도 근육경련, 구토, 심리

적 불안 등이 나타났다. 

여러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EO gas는 생산 및 처리시설에서 작업자에게 매우 위험한 위협요소

가 되고 있다. EO gas 살균 처리 후 gas의 대기로의 확산 방지 또한 매우 중요하다. 

  라. 잔류독성

  의료기구의 EO gas 살균은 작업자에게도 위험하지만 보다 더 큰 문제는 살균처리 제품에 

EO gas가 잔류할 경우 제품에 직접 접촉하는 환자에게 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 

이외에도 각종 실험, 특히 생물학적 실험에서는 잔류 EO gas에 의하여 실험결과가 다르게 나

타난 사례가 상당 수 보고 되고 있다. EO gas의 인체 흡입에 의한 사고 중의 약 80%이상이 

제품의 잔류 EO gas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EO gas의 잔류독성과 관련된 최근

의 연구 및 보도자료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EO gas 살균 처리한 조직배양 용기에 소의 배아를 배양하면서 난자의 성숙, 수정, 발생과

정을 살펴본 연구에서, 용기에 EO gas를 처리한 후 12시간동안 air wash를 실시한 경우에

도 난할, 배아발생 등이 일어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 동종이식에 사용되는 골조직(demineralised bone matrices)의 EO gas 살균 시, EO 유도 독

성물질인 ethylene chlorohydrin(ECl)이 잔류하 으며 이 물질은 사람의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PBMNCs)에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 WHO 연구팀의 연구결과, 의료용 PVC 튜브 잔류 EO gas에 대하여 토끼의 충혈, 수종, 백

혈구 침윤, 후두와 기관의 상피세포 침해반응 등이 관찰되었다.

○ 원통형 또는 굴곡이 심한 의료용구의 EO gas 잔류 위험성이 특히 높으며 기타 여러 중합

체와 플라스틱 제품에서 EO gas의 잔존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 수술용 고무장갑, 봉합사, 봉합침, 도뇨관, 카테타, 설압저, 투석관 등에 대한 EO gas 살균 

금지 및 타 방법으로의 대체를 권고하고 있다.

○ 투석관(dialysis tubing)에 잔류하는 EO gas가 일부환자에게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쇼크에 이르는 사례도 보고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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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 gas에 의하여 살균된 콘택트렌즈에는 단량체인 monomeric methyl methacryllate와 EO 

gas가 잔존하여 눈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방사선 조사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유효한 

살균방법이라는 연구결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방사선 살균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보고가 있

다.

  마. 방사선 살균: 미생물에 대한 방사선의 작용

  방사선 살균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살균 대상인 미생물의 방사선에 대한 생

물학적 반응의 이해이며 이를 기초로 방사선 조사선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방사선은 일부 

고분자 제품의 구조를 파괴시킴으로써 내구성을 저하시키거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

므로 방사선에 내성을 갖는 적정 소재의 선택이나 소재의 개발도 중요하다. 본 장에서는 방사

선의 미생물에 대한 작용기작 및 미생물의 반응,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그리고 고분자 제품

의 방사선 내성과 소재개발 등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자 한다. 

  바.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미생물의 방사선 조사 감수성과 생물학적 향은 세포 구성성분에 대한 직접적인 작용과 함

께 방사선에 의하여 세포내의 특정물질이 분해 되어 표적에 향을 주는 간접작용에 의하여 

결정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저항성도 일반적인 미생물의 살균과정과 마찬가지로 

1) 직접적인 상해요소인 방사선의 성질과 그 양  2) 방사선 유도성 화학물질의 수, 성질, 잔존

성  3)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 고유의 저항성이나 손상에 대한 복구능력 4) 위와 같은 요소들에 

대한 세포내․외 환경의 향 등에 의하여 향을 받는다. 

  방사선은 미생물 세포에서 매우 다양한 화학적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일반적으로 방사선에 

대한 가장 1차적인 표적은 DNA로 알려져 있다. DNA에 대한 방사선의 직접효과는 DNA 분자

결합 자체의 파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간접효과는 DNA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물분자를 수소

분자(H˙), 수산 radical(OH˙), 수용성 전자(es-)와 같은 1차 radical로 전환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OH˙ radical은 DNA 분자의 수화 경계면에서 90% 정도의 손상률을 차지함

으로써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한편, 미생물들은 

DNA의 손상에 대한 다양한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복구시스템이 덜 

발달된 미생물은 방사선 감수성이 크고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들은 DNA의 복구능력이 상대적

으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생물들의 방사선 감수성에 대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반응정도는 미생물 고유의 방사선 감수성뿐만 아니

라 미생물의 생존에 향을 주는 외부환경에 의해서도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온도, 기체환경, 수분활성도, pH, 식품의 화학적 성분, 미생물의 생장단계와 같은 외부환경이 

미생물 세포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향을 미쳐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반응에 차이가 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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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는 것이다.

  동일한 방사선량이라도 온도에 따른 미생물의 감수성은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일반미생물의 

치사범위 이하인 45℃ 정도의 열처리만으로도 미생물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상당한 상승효과

를 나타낸다. 이는 DNA의 손상 등에 대한 미생물의 복구작용이 환경온도 이상에서는 작동하

지 않기 때문이다. 100℃에서도 수 시간 이상 내열성을 갖고 방사선에 대해서도 상당한 저항성

을 갖는 세균의 포자를  80℃ 정도의 온도로 처리하여 방사선을 조사하면 방사선 저항성은 급

격히 감소한다. 반대로 미생물의 양세포를 어는점 이하의 온도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면 상온

에 비하여 방사선 저항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어는점 이하에서 수분활성도가 감소하고 물의 동

결에 따라 radical의 확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무산소의 조건보다는 유산소 조건에서 미생물

에 대한 방사선의 살균효과는 증가하는데 이는 산소의 유무에 따라 미생물의 생리적 대사과정

과 radical의 생성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온화 방사선의 미생물에 대한 효과는 상

당부분 radical에 의한 간접작용에 의하여 나타나므로 pH 등의  화학적 조성, radical의 제거능 

등도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 환경의 화학적 조성이 

복잡할수록 방사선에 의하여 세포내부에서 생성되는 radical과의 경쟁이 커지게 되므로 저항성

이 증가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생존율은 조사선량에 대한 생존 미생물의 수를 log값으로 나

타내는데 일반적으로 역치 이하에서는 ‘shoulder'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유효 선량의 범위에

서는 semi-log의 직선 그래프로 표시된다. 일반적인 미생물의 생존곡선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조사에 대한 미생물의 반응은 미생물의 개체수를 1/10로 줄이는데 필요한 방사선량

(D10-value)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값은 아래와 같이 조사선량과 미생물 생존율의 반비례적 

직선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D10 =
Dose

(log N0 - log N)

여기서 N0는 미생물의 초기균수이고 N은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의 수이다. 미생물의 

생존곡선은 shoulder를 갖게 되므로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반응은 이 shoulder의 길이(L-값)

와 생존곡선의 지수적 변화인 D10-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효하다. 때로는 log 생존곡선으로

부터 미생물의 완전사멸선량(inactivation dose)을 계산하여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1012cells/g 수준의 초기미생물을 완전 사멸할 수 있는 방사선의 선량(12D)을 표시한다. 

  사. 미생물의 종류와 방사선 감수성  

  미생물은 각 분류군에 따라, 또는 같은 종일 경우라도 미생물의 생장상태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분류군은 원핵세포인 세균, 진핵세포인 곰팡이와 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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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바이러스로 대별할 수 있으며 미생물의 생장상태는 양세포의 생장단계와 포자로 구

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는 고등 미생물일수록 방사선에 민감하며 포자는 양세포에 

비하여 방사선 저항성이 큰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때로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 포자가 있기도 

하고 그 반대로 저항성이 매우 강한 양세포도 보고 되고 있어 미생물의 종에 따라 많은 예

외가 있기도 하다. 바이러스, 세균의 양세포, 포자, 효모 및 사상 곰팡이 등은 매우 다른 형

태적 차이를 갖고 있으며 특히 1) 세포질의 수분함량, 2) target 염색체 DNA의 크기, 3) 복구 

효소 및 DNA 분해 nuclease의 구조, 4) genome물질의 다양성 등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반응

이 달라진다. 

  일반적인 양세포 상태의 병원성 미생물은 방사선에 의하여 비교적 쉽게 불활성화된다. 세

균의 양 세포는 바이러스보다 100배 또는 1000배 이상 큰 genome을 가지며 포자와는 달리 

70-80%의 수분 함량을 갖는 세포질에 genome이 떠있는 상태이다. 양세포의 높은 수분함량

은 세포질내에서의 radical 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방사선 상해를 극대화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

라 양세포는 포자에 비하여 20배 이상의 높은 방사선 감수성을 갖는다. 

  그러나 세균의 포자는 방사선에 대하여 저항성이 매우 크다. 이들은 세포질내에 자유수가 거

의 없거나 아주 없는 휴지 상태의 구조를 하고 있으며 포자내의 모든 대사작용은 단순한 몇 

가지의 효소작용을 제외하고는 제어된다. 세균성 포자의 피막은 다층의 비투과성 보호막으로 

되어있으며 이 보호막이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외부환경의 radical과 독소를 차단하여 

높은 방사선 저항성을 나타낸다. 세균의 포자, 특히 Clostridium 과 Bacillus 속의 세균 포자는 

가열 등의 일반살균뿐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들 미생물군의 

포자는 방사선, 열, 화학물질 등에 매우 높은 저항성을 가지며 그 중 일부는 위생상의 상당한 

위협요소가 된다. 

  한편 양세포이면서도 방사선에 대하여 매우 높은 저항성을 갖는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들

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현재까지 알려진 방사선 저항성 세균들은 대부분 비병원성이며, 

다른 균주에 비해 양 요구성이 매우 까다롭고, 열에 대한 저항성이 없으며, 대부분 염에 민

감하고, 해양 등 제한적인 분포를 보이므로 세균포자에 비하여 병리학적, 위생학적 위험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저항성 세균은 위생학적 관점보다는 생태학, 분자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다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방사선 저항성 세균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세포구조 

및 생리적 특성을 나타내는 데 이러한 특성들이 방사선 저항성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사선 저항성 세균의 특징은 ① DNA의 방어 및 복구능력 ② 방사선에 의한 손상에 대응하는 

독특한 형태학적, 화학적 특징 (다층의 세포구조 등) ③ 특징적인 에너지 전달기작 ④ 붉은색 

계통의 색소형성 등을 들 수 있다. 여기서 DNA에 관한 내용은 DNA가 방사선의 가장 중요한 

target이라는 점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색소의 형성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사선 저항성 세균의 방사선 저항성에 관한 메카니즘은 불충분한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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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곰팡이의 균사는 연결된 다핵상으로 되어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D10 값을 설정하기

가 어렵고 대부분 포자상태의 D10 값을 비교한다. 곰팡이도 세균과 마찬가지로 조사후의 식품

의 화학성분이나 환경요소, 곰팡이의 생장상태 등에 의하여 크게 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은 세균의 양세포의 수준이나 Alternaria alternata와 같이 2.4 kGy에 

이르는 것도 있다. Saccharomyces, Candida 등의 효모는 0.3 kGy 내외의 D10 값을 가지나 

Trichosporon 등과 같이 1.2∼1.6 kGy의 D10 값을 갖는 방사선 저항성 효모도 관찰된다

  의학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은 거의 무방비에 가까운 실정이다. 바이러스는 그 구

조적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를 갖고 있으며 대부분의 물리․화학

적 처리에 저항성이 크고 무생물에 가까운 결정형으로 잠복하므로 제어가 매우 어렵다. 바이러

스 오염은 공중보건제품 생산 공정 중의 모든 주변요소를 통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특히 

인간, 동물, 또는 곤충 등을 매개로 한 오염은 직접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바이러스의 방

사선 저항성은 상당히 높아 방사선에 의한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는 많은 변수가 작용한다. 바

이러스 그룹간의 방사선 저항성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한 가닥의 핵산을 갖는 바이러스

는 두 가닥의 핵산을 갖는 바이러스보다 10배정도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고, 큰 genome을 갖는 

것은 작은 genome을 갖는 것보다 감수성이 5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바이러스의 방사선 

저항성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비하여 주변 환경에 더 크게 향을 받는다. 

  아. 공중보건 제품의 방사선 조사 산업현황

  공중보건 제품, 특히 의료기구에 대한 방사선 살균은 1967년에 의료제품에 대한 방사선 멸균

지침(IAEA Recommended Code of Practice for Radiosterilization)이 만들어지면서 본격화되었

다. 이 지침은 1974년과 1975년에 재개정 되었으며 이후 1988년 AAMI(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ation)에서 개정된 감마선 멸균지침(Guideline for Gamma 

Sterilization)이 1991년 10월 미국 ANSI(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 의해 승인되

었고 1995년에는 이들 지침이 공식기준(ISO 11137, 1995)으로 등록되었다. 이 기준에는 멸균에 

대한 보증수준이 의료제품별로 구분되고 멸균된 제품의 초기 오염도에 따라 멸균보증수준

(SAL : Sterility Assurance Lavel)에 맞는 선량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에는 일괄적으로 일정선량(보통 25 kGy) 이상으로 멸균하는 기준이 현재에는 제품별 초기 오

염도에 따라 계산되는 멸균보증수준(SAL)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정한 흡수선량을 제한하지 않

고 멸균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1970년에 처음으로 주사바늘, 일회용주사기, 1972년에는 수술용 장갑, 1973년에

는 수액세트 등의 감마선 멸균이 허가되었고 그 적용대상은 현재 약 200여 품목에 달하며, 현

재 7개 감마선 조사회사와 3개의 전자선 조사회사가 자사 및 일반수요에 대해 상업적 방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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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사업을 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의료용품의 방사선 멸균 공정 관리는 후생성의 승인이 

필요하며 후생성 약무국 의치료기기 개발과를 중심으로 ISO, GRP, AAMI 등의 규격에 준한 

의료기구의 방사선멸균 기준인 JIS가 제정되어 있다. 현재 일본은 100 품목 이상의 의료기구 

멸균에 감마선을 사용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은 기초연구단계를 지나 실용화를 위한 공정제어 및 

품질보증을 위한 실증연구단계에 있다. 각 국에 따라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에 대한 기준 및 

품질규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미국 AAMI(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Medical 

Instrument)의 Process control guidelines for gamma radiation sterilization of medical 

devices Appendix B1, B2, B3, B4의 안에 준하여 방사선 살균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표

준화기구(ISO) 기술위원회의 working group 2에서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살균에 관한 토의

를 진행하고 있다. 

  공중보건제품의 방사선 조사 시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은 제품재질의 열화(劣化)이다. 특히 

플라스틱류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일반적으로 열화(기계적 강도 저하, 갈색으로 착색 등)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방사선 재질의 소재개발에 관한 연구가 최근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인 플라스틱 재질에 대한 방사선 허용선량과 향은 표 3과 4

에 나타낸 바와 같다. 

 한편,  최근에는 의료기구의 위생화뿐만 아니라 방사선의 중합유도 특성을 이용한 각종 의료

기구 및 소재의 개발도 진행되고 있는데 화상치료나 피부재생 목적으로 사용되는 하이드로겔

(hydrogels)의 제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방사선을 이용한 하이드로겔 제조는 유해한 화학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교 후 잔류 가교제를 제거할 필요가 없고, 가교와 동시에 멸

균을 겸할 수 있으며 냉각상태에서도 가교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자.  의약품, 화장품 등의 방사선 살균

  의약품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공중보건 사고는 의약품의 사용량 증가와 더불어 사회적인 문

제가 되고 있다. 1966년 스웨덴에서 갑상선치료약에 Salmonella균이 오염되어 수백 명의 감염

환자가 발생한 예를 시작으로 안연고나 세정제 등의 미생물 오염에 의한 사고 예가 연간 백 

여 건 정도 보고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미생물에 오염된 근육 이완제가 제대로 멸균 처

리되지 않고 인체에 투여되어 2명이 사망하는 사고, 백신 오염에 의한 사망사고 등이 보고 되

고 있다. 의약품에 대한 멸균방법으로서의 방사선 조사는 매우 폭 넓은 적용범위를 갖고 있으

며 산업적으로 그 이용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의 성분 및 제품형태에 따라 

방사선 살균기술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나 선량의 제한이 필요하므로 좀 더 폭 넓은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세계적으로 1980년대 중반에 이미 400종 이상의 의약품에 대한 방사선 멸균 연

구가 보고 되었으며 의약품의 일반적인 표준조사선량은 25 kGy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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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의 방사선 살균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조사한 제품의 효능변화, 독성학적 안전성, 

물리화학적 안정성, 그리고 적정 조사선량의 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일반적으로 고형제

품은 성분변화나 방사선에 의한 분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액상제품은 고형

제품보다 색상이나 물성 변화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비타민류와 지방산이 포함된 제품의 경

우 제품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보고 되고 있다. 

  의약품의 방사선 조사 후 제품의 물리화학적 변화가 유의적이지 않더라도 생물학적 활성은 

상당한 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방사선 조사된 의약품의 안전성 및 임상효능에 관한 연구수

행 및 결과의 제시가 필수적이다. 백신의 경우 대부분의 제품이 방사선에 대하여 안정하므로 

방사선 살균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감염성을 없애면서도 항원성은 유지하는 비감염성 

antigen의 제조에 방사선을 이용하는 연구와 산업화도 진행되었다. 다양한 항생제에 대한 방사

선의 향이 검토되었으며 항생제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에 대한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아크릴아미드의 방사선 중합에 의한 효소의 고정화 연구 등은 방사선을 이용한 새로운 의약

품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는 현재 제약산업의 GMP의 중요한 부분으로

써 제약원료 및 제품의 방사선 살균 지침이 제시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연구 이외에도 이

식 조직의 방사선 살균에 관한 연구가 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s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하여 바이러스 및 mycoplasma를 제거한 혈청의 

제조가 상용화되고 있다. 또한 종양환자와 정상인의 혈청에 대한 방사선 조사 후, 종양환자의 

혈청은 산화환원 값이 증가하는 반면 건강한 사람의 혈청에서는 산화환원 값이 감소한다는 보

고가 있으며 이러한 임상보고는 방사선을 의학적 진단기술에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화장품의 방사선 살균은 의료기구 및 제약산업보다는 다소 늦었으나 화장품 원료와 제품의 

방사선 멸균도 많은 분야에서 폭넓게 연구되었으며 1990년대부터 산업적 이용이 보편화되고 

있다. Nordion International Inc.는 1988년 2월에 화장품의 미생물 오염의 감소를 위해 감마선 

조사가 이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개발에 착수하 으며 관련 보고서에는 목표제품군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방법, 캐나다와 미국의 관련법규의 범위, 실제 검사법, 제품별 권고사항 등

이 기술되어 있다. 실제로 눈과 얼굴에 바르는 324종의 제품 중 27%가 그람음성 간균에 오염

되어 있음이 보고 되었으며 특히 미생물오염도가 높은 식물성 보형제, 젤라틴, 운모, 활석 등과 

같은 화장품 원료의 방사선 살균에 관한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 되어있다. 화장품의 방사선 살

균은 화장품의 피부 과민반응을 유발하는 주 요인인 화학보존료의 첨가를 줄이거나 생략함으

로써 보다 안전하고 고부가가치를 갖는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기도 하다. 아울러 이온

화 방사선을 이용한 향료의 생산, 식물성 추출물의 탈색 및 기능성 향상, 감마선 조사를 통하

여 가교시킨 CMC 등 화장품 원료 물질의 보습향상 효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전분, 젤라틴, 

당류, PEG 등 각종 보형물질에 대한 물성변화 연구 등이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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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국내 현황

  방사선 살균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20여 년 간 

수행되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식품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공중보건제품의 방

사선 살균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약하 다. 산업시설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기술 지원

한 민간기업(그린피아기술 주식회사)에 의해 1987년 6월 경기도 여주에 국내 최초 상업적 다목

적용 방사선 조사시설(Co-60, 100만 Ci)이 준공, 현재 가동 중에 있으며 경기도 지역에 1기가 

추가되어 시험가동 중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제약 및 의료용품의 방사선 멸균 연간 처리물

량은 약 1,500여 톤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방사선 조사되고 있는 의료용품들은 유럽

과 미국으로 수출되는 소모성 진료기구와 진단용 기구들이 주된 품목을 이루고 있을뿐 내수용

의 의료기구는 아직도 가열멸균이나 가스훈증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미 국내에

도 내방사선 재질의 플라스틱이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플라스틱 원료 자체를 외국으로 수

출까지 하고 있어 향후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이 확대될 경우 원재료의 수급은 비교적 원활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국내의 공중보건 물품의 방사선 살균 관련 표준은 아직 미흡하며 

조사요청 업체 및 조사대행업체에서 외국의 연구 또는 규격관리 예에 따라 품질관리를 실시하

는 수준이다. 국내의 제약 및 의료용품 산업에서의 방사선 조사 품목 및 일반적인 조사선량은 

표 6의 수준이다. 의료기구 이외의 공중보건제품의 경우에도 산업체를 중심으로 외국의 선례를 

검토하여 일부품목이 조사되고 있으나 국내의 기반연구가 미약하고 산업화를 지원할만한 제도, 

법규,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 시스템 등 기반기술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화가 지연되고 있다. 그

러나 전반적으로 사용업체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1). 

  조직은행 및 생물의약품은 생체조직 및 생체에서 얻은 소재를 직접 환자에게 적용하는 시스

템으로서 많은 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몇몇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 산업체를  중

심으로 Bone Bank, Tissue Bank 등이 운 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이식조직의 방사선 살

균에 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카. 결론 

  EO gas는 이미 발암, 돌연변이 유발 등의 치명적 질병과 신경계, 호흡계 등의 임상학적 이

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기체임이 입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91년부터 식품

에 EO gas 살균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 다. EO gas 살균의 가장 유효한 대체기술로 평가되

고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미 국제적으로 그 안전성이 입증되어 대부분의 의료기구 멸균에 

산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실제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의료기구는 거의 모

두 방사선조사로 살균처리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구나 실험기구의 

대부분이 아직까지도 잔류독성이 의심되는 EO gas로 살균되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하기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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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다. 특히 환자의 혈관이나 장기와 직접 연결되는 주사기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구의 멸균에서 

EO gas 살균을 제한하고 이를 방사선 조사 기술로 대체하도록 하는 정책수립, 기술개발, 산업

적 시행이 급선무이다. 

  그러나 공중보건제품 위생화 분야의 국내 기술은 아직까지 시장도입 단계에 있으므로 본 기

술 분야의 국내 역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적 인프라 확대, 정책 및 법규의 개발 등과 같이 기 

개발된 국제기술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실용화 연구가 선행되어야한다. 

   2.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일회용 미생물 배지 제조기술개발

   사용이 간편한 일회용 미생물배지 및 미생물 연구관련 Kit 개발에 감마선 살균기술을 적용

하기위하여 감마선 조사에 따른 각 배지의 품질특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10 kGy의 선량범위에

서 대부분의 선택배지는 고유의 품질특성을 유지하 으나 agar의 hardness는 다소 감소하 다. 

감마선 조사 배지에서 생장한 미생물의 면역학적 반응 등의 생리특성도 변화가 없었다. 향후 

이 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ready made 배지 생산이 가능하다. 

Table 3-1. The growth of tested microorganisms on the gamma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selective agar plates

Agar Plates
a

Microorganisms
b

EC ST VP PA LI SA BC BS PS AF

0 kGy

MC  +
c

± － + － － － － － ±

SS ± + － + － － － － － ±

XLD ± + － + － － － － － +

BIS － + － ± － － － － － －

TCBS － － + － － － － － － －

PSE － － － + － － － － － +

CS － － － － － － + ± － －

PE － － － + ± + + + － －

PAL － － － － + － － － － ±

CD － － － ± － － － － + +

10 kGy

MC + ± － + － － － － － ±

SS ± + － + － － － － － ±

XLD ± + － + － － － － － ±

BIS － ± － ± － － － － － －

TCBS － － + － － － － － － －

PSE － － － + － － － － － +

CS － － － － － － + ± － －

PE － － － + ± + + + － －

PAL － － － － + － － － － ±

CD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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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crobiological culture media used in this study were; MacConkey agar (MC), SS agar (SS), 

XLD agar (XLD), Bismuth sulfite agar (BIS), TCBS agar (TCBS), Pseudomonas agar (PSE), 

Cereus selective agar (CS), Phenyl ethanolamine agar (PE), PALCAM agar (PAL), Czapek Dox 

agar (CD), Klinger's iron agar (KI), Peptone water (PW), Rappaport-Vassiliadis broth (RVB) 

and Trypticase soy broth (TSB). 

b
Microbial strains used in this study were; Escherichia coli KCTC 1682 (EC),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 (ST), Vibrio parahaemolyticus KCTC 2471 (VP), Pseudomonas 

aeruginosa KCTC 1636 (PA), Listeria ivanovii KCTC 3444 (LI),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SA), Bacillus cereus KCTC 1012 (BC),  Bacillus subtilis KCTC 1021 (BS),  

Pichia subpelliculosa KCTC 7740 (PS) and Aspergillis falvus KCTC 1375 (AF).  

c
 Growth ; (+) = grown well, (±) = grown weakly, (－) = not grown. 

Table 3-2. The reactions in gamma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Kligler’s iron agar against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andPseudomonas aeruginosa.

a 
The production of acid turns the medium yellow

b 
The production of H2S turns the medium black.

Irradiation dose on 

Kligler’s iron agar 
Microorganisms

Reactions

Butt
a

Slope
a

H2S
b

0 kGy

E. coli acid acid No

S. typhimurium acid alkaline Yes

P. aeruginosa alkaline alkaline No

10 kGy

E. coli acid acid No

S. typhimurium acid alkaline Yes

P. aeruginosa alkaline alkalin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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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hardness (N/mms) of the selective agar 

plates

a,b
 The mean values (n=14)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3.  색소의 감마선 조사선량별 변화 분석

   

  가. 서 론

식용색소는 가공식품 등의 외관을 좋게 하여 그 기호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 온 식

품첨가물로써 화장품 산업에서도 외형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첨가물 재료로 사용되어지고 있

다(1-3). 착색료로 사용되는 타르색소는 석탄타르 중에 함유된 벤젠핵(benzen ring)이나 나프탈

렌핵(naphthalene ring)을 이용하여 합성한 물질로써 현재 식품첨가물로 허용되는 것은 산성타

르 색소에 속하며 화학구조상 아조계(azo type), 크산틴계(xanthene type), 트리페닐메탄계

(triphenylmethane type)와 인디고계(sulfonated indigo type)로 분류된다(4). 타르색소는 그 종

류가 대단히 많지만 인체에 대한 유해성으로 인해 국내에서는 독성시험 결과 안전하다고 입증 

된 15종정도를 허가하고 있으며, 일본은 12종(5), 미국은 9종(6), EU는 16종(7)정도를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공업의 발전에 따른 가공 식품의 개발과 그 소비증가는 식용색소의 종류와 

수요량의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3,4,8,9).

방사선 조사(food irradiation)는 230여 종의 식품류에 허가된 기술로써(10) 살균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 특히 조사기술은 국제기구(WHO/FAO/IAEA)에 의해 안전성 및 기술적인 타당

Agar plates
Irradiation dose on agar plate

0 kGy 10 kGy

MacConkey agar 448.08
a

399.30
b

SS agar 517.58
a

471.75
b

XLD agar 562.01a 513.79b

Bismuth sulfite agar 617.77
a

528.08
b

TCBS agar 485.36
a

451.33
b

Pseudomonas agar 573.19a 565.90a

Cereus selective agar 522.83
a

462.05
b

Phenyl ethanolamine agar 540.18
a

428.75
b

PALCAM agar 604.60a 554.96b

Czapek Dox agar 404.51
a

330.86
b

Klinger’s iron agar 336.07
a

224.06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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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인정되어 많은 국가들의 사용허가 및 기술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11,12). 방사선 조사가 

열을 발생하지 않는 “cold sterilization"기술로 조사 대상 식품의 양 손실을 최소화 하거나 

대상 제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줄여질 수 있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이 또한 물리적인 에너지

의 전달이므로 다양한 화학반응을 수반하게 된다. 방사선 살균 대상 제품의 화학성분 변화를 

유도하는 반응은 주로 방사선에 의한 물의 radiolysis 유도물질에 의하여 진행된다. 물의 

radiolysis 반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H2O → ․OH + eaq
-
 + ․H + H2 + H2O2 + H3O

+ 

․OH = hydroxyl radical, eaq
- 
= aqueous (hydrated) electron, 

․H = hydrogen atom, H2 = hydrogen, H2O2 = hydrogen peroxide, 

H3O
+
 = solvated (or hydrated) proton

물의 radiolysis 반응산물 중 hydroxyl radical은 매우 강력한 oxidizing agent로 작용하여 식

품의 양성분뿐만 아니라 향기성분이나 olefinic 화합물과 반응하여 구조변환을 유도할 수 있

다. 또한 Aqueous electron은 대부분의 aromatic compounds, carboxylic acids, ketones, 

aldehydes, thiols 화합물과 신속하게 결합할 수 있다(13,14). 

식용색소는 식품이나 화장품, 의약품의 양 또는 기능과는 크게 상관이 없으나 상품으로서

의 품질요소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와 색소에 관한 연구는 주로 방사선 조사선

량을 측정하기 dosimetry 관점의 연구(13), 섬유산업 등의 염색폐수처리(14), 방사선을 이용한 

녹차 추출물 등 식물유래 색소성분의 제거(15) 등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을 뿐 식품과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방사선 살균 기술의 적용 확대에도 불구하고 색소 첨가물에 대한 방

사선의 향 연구는 거의 보고 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이 식용색소 및 기타 

산업용 색소에 미치는 향 연구의 일환으로, 우선 식품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용색소 

3종에 대한 감마선 조사의 향을 검토하 다.  

나.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식용색소는 국제적으로 허가된 품목(6)중 Sigma 사 제품인 적색 2호

(Amaranth), 녹색 3호(Fast Green FCF), 청색 2호(Indigo Carmine)의 표준품에 증류수를 가하

여 0.01 및 0.10%의 농도로 맞추어 실험에 사용하 다. 

감마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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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색 2호, 녹색 3호 그리고 청색 2호의 농도별(0.01%, 0.10%) 용액을 Falcon tube (15 mL)에 

담아 
60
Co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에서 0.25, 0.5, 1, 3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를 실시하 으며, 흡수선량의 확

인은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다(±5.4%). 

  

기계적 색도 

비조사 및 감마선 조사된 식용색소의 농도별(0.01, 0.10%) 기계적 색도의 변화는 color/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사용하

으며, 표준흑판과 표준백판으로 표준화한 다음 Hunter‘s color value (L, a, b, ΔE)를 측정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색도 변화

   식용색소에 대한 감마선 조사(0.25, 0.5, 1, 3 kGy)의 기계적 색도에 미치는 향을 0.01, 

0.10%의 농도로 구분하여 비교 측정하 다. Table 3-4은 0.01% 적색 2호(Amaranth) 용액에 

대한 감마선 처리 후 기계적 색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비조사 시료의 명도(L)는 17.81, 

적색도(a)는 1.43, 황색도(b)는 -2.81의 수준으로 측정되었으며 1 kGy이상의 조사된 시료에서 

적색도(a)는 red에서 green쪽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비조사 

시료를 기준으로 측정한 전반적인 색차(overall color difference, ΔE)의 변화에서는 3 kGy 

조사 시료에서 1.23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16)기준의 감각적인 차이로 비교해 보았을 때, 0, 0.25, 0.5 kGy의 조사군에서 

아주조금(trace) 정도의 색변화를 나타내었고, 1, 3 kGy의 조사군에서는 조금(slight) 정도의 

색변화를 나타내었다. 0.01%의 녹색 3호(Fast Green FCF) 용액의 감마선 처리에 대한 향은 

Table 3-5와 같이 적색도(a)에서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green에서 red로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에 비해 명도(L)와 적색도(a)에서는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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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Comparativ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s color value of Amaranth 

0.01% and 0.10% solution

Sample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 (kGy)
SEM6)

0 0.5 1 3 

0.01%

L1) 17.81±0.075)c 17.96±0.08b 17.77±0.06c 18.33±0.17a 0.022

a2) 1.43±0.18a 1.61±0.24a 0.62±0.06c 0.32±0.09a 0.056

b3) -2.81±0.05b -2.72±0.05a -2.86±0.06b -2.71±0.08a 0.017

ΔE4) 0.00 0.25 0.81 1.23

0.10%

L1) 17.56±0.095)b 17.51±0.05b 17.82±0.30a 17.48±0.05b 0.030

a2) 0.40±0.07a 0.19±0.04b 0.24±0.09b 0.20±0.12b 0.023

b3) -2.90±0.05b -2.88±0.04b -2.98±0.05c -2.92±0.04b 0.016

ΔE4) 0.00 0.22 0.32 0.22

1)
Degree of whiteness (white +100 ↔ 0 black).

2)
Degree of redness (red +100 ↔ -80 green). 

3)
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 ↔ -80 blue).

4)
Overall color difference ( ΔL

2
+Δa

2
+Δb

2 ).
5)
Mean of 10 values ± standard deviation.

6)
Standard error of mean.

a-c
Mean scores within a row followed by the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3-5. Comparativ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s color value of Fast Green 

FCF 0.01% and 0.10% solution

Sample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 (kGy)
SEM6)

0 0.5 1 3 

0.01%

L1) 18.02±0.215)a 17.99±0.16a 17.72±0.23b 17.77±0.06b 0.066

a2) -1.34±0.19d -0.96±0.13c -0.58±0.06b -0.42±0.02a 0.061

b3) -3.42±0.08b -3.53±0.11b -3.36±0.09b -3.02±0.49a 0.025

ΔE4) 0.00 0.40 0.82 1.01

0.10%

L1) 17.38±0.055)b 17.75±0.48a 17.37±0.04b 17.40±0.07b 0.015

a2) -0.30±0.02b -0.35±0.05c -0.24±0.02a -0.24±0.02a 0.005

b3) -3.09±0.04a -3.09±0.11a -3.06±0.04a -3.04±0.06a 0.013

ΔE4) 0.00 0.37 0.07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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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농도의 청색 2호(Indigo Carmine)에 대한 처리별 기계적 색도 변화는 Table 

3-6에서와 같다. 비조사 시료의 명도(L)는 17.65, 적색도(a)는 -0.34, 황색도(b)는 -3.99의 

수준으로 측정 되었다. 명도(L)는 비조사 시료에 비해 조사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적색도(a) 에서도 조사 처리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가 발생하 다. 특히 황색도(b)에서는 

비조사 시료에 비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blue에서 yellow쪽으로 유의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었다(p＜0.05). Jo 등(17)의 연구에 의하면 감마선 조사는 녹차 추출물에 대해 명도(L)를 

증가시켜 투명도를 높 으나 생리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았다고 보고 하 다. Kim(18)의 

울금과 강황 추출물에 대한 연구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명도(L)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도 0.01% 농도의 식용색소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다소 향을 

받았으며, 이는 육안 관찰에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한편 적색 2호, 녹색 3호, 

청색 2호에 대한 0.10% 용액의 처리별 기계적 색도의 측정 결과는 0.10% 적색 2호의 

전반적인 색차는 0.13에서 0.32의 수준으로 NBS 기준의 감각 차이에서는 아주조금(trace)정도 

으며, 0.10% 녹색 3호에 대한 전반적인 색차 또한 0.07에서 0.37의 범위로 NBS기준의 

감각차이에서 아주조금(trace)정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0.10% 청색 2호는 적색도(a)에서 

-0.21에서 -0.25수준으로 황색도(b)에서 -3.11에서 -3.30 수준으로 나타나 조사에 의한 

유의적인 색변화를 발견하지 못하 으며 NBS기준의 감각차이 에서도 0.14에서 0.36의 범위로 

아주조금(trace) 정도의 색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는 육안 관찰에서도 색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Table 3-6. Comparativ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Hunter's color value of Indigo 

carmine Green FCF 0.01% and 0.10% solution

Sample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 (kGy)
SEM6)

0 0.5 1 3 

0.01%

L1) 17.65±0.035)c 17.92±0.05b 18.12±0.16a 18.15±0.06a 0.012

a2) -0.34±0.02a -0.53±0.04b -0.63±0.03c -0.58±0.02d 0.007

b3) -3.99±0.09c -3.44±0.05b -3.43±0.04b -3.04±0.04a 0.027

ΔE4) 0.00 0.64 0.79 1.13

0.10%

L1) 17.65±0.045)b 17.52±0.08bc 17.53±0.13bc 17.99±0.37a 0.014

a2) -0.22±0.03a -0.21±0.03a -0.23±0.03a -0.25±0.04a 0.009

b3) -3.18±0.04a -3.14±0.06a -3.14±0.03a -3.30±0.16b 0.013

ΔE4) 0.00 0.14 0.13 0.36

1)
Superscripts are described at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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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약

가공식품과 화장품 산업에 사용되는 식용색소의 감마선 조사로 인한 이화학적 특성 변화를 

연구할 목적으로 기계적 색도 변화를 측정 하 다. 적색 2호(Amaranth), 녹색 3호(Fast Green 

FCF), 청색 2호(Indigo Carmine)용액을 0.01 및 0.10%의 농도로 준비하 으며, 0.25, 0.5, 1 및 

3 kGy로 조사를 실시하여 기계적 색도(L, a, b, ΔE)를 측정하 다. 감마선 조사는 0.01%농도 

시료의 색소에 향을 미쳤으며, 전반적인 색차(ΔE)에서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적색 2호와 청

색 2호의 명도(L)는 조사선량에 의해 증가되었으며, 적색도(a)는 증가되었다. 녹색 3호의 경우

에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적색도(a)와 황색도(b)가 모두 증가되었다. 이에 반해 0.10% 농도의 

식용색소에서는 유의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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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낚시떡밥의 제조기술개발 

   미리 반죽된 낚시떡밥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보존료의 첨가 없이도 장기보존이 가능한 

반죽떡밥의 제조기술을 특허출원하 다. 특히 본 발명의 방법은 떡밥의 자연분해도를 향상시키

고 사용량을 감소시켜 낚시에서의 떡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다이 

기술을 이용하면 떡밥의 원료인 곡류분말, 어분, 루텐 등의 모든 원료에 대하여 그 혼합비율

이나 종류, 수분의 함량뿐만 아니라 포장형태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

능하므로, 낚시용 떡밥제품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도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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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감마선을 조사한 반죽떡밥(시료번호 1과 9)의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증식 결과

구분
조사선량

(kGy)

보존기간

0 일 1일 2일 10일 30일 2개월 3개월 6개월

시료 1

0 1.2×10
8

2.6×10
8 

7.6×10
8

- - - - -

5 5.4×10
4

3.7×10
4

2.5×10
4

6.9×10
4

8.9×10
4

5.2×10
6

- -

10 2.1×10
0

2.8×10
0

2.5×10
0

0 0 0 0 0

15 0 0 0 0 0 0 0 0

20 0 0 0 0 0 0 0 0

시료 9

0 1.3×10
8

2.2×10
8 

4.3×10
8

- - - - -

5 4.8×10
4

2.2×10
4

8.9×10
3

2.7×10
4

6.8×10
4

4.9×10
6

- -

10 3.5×10
0

1.1×10
0

2.5×10
0

0 0 0 0 0

15 0 0 0 0 0 0 0 0

20 0 0 0 0 0 0 0 0

a: 완전 부패 판정으로 더 이상 측정하지 않음

b: CFU(Colony Formation UniT)는 평판의 한천배지에서 생장한 미생물의 집락 수를 나타냄

 

표 3-8 감마선을 조사한 반죽떡밥의 물성 변화

시료번호 조사선량 (kGy) 견고성(hardness, g) 부착성(stickiness, g)

시료 5

(어분)

0 416.3 -50.5

10 507.9 -63.8

20 148.0 -66.4

시료 8

( 루텐)

0 124.1 -37.6

10 136.3 -26.2

20 146.4 -24.7

시료 9

(확산집어제)

0 109.3 -36.3

10 116.5 -37.9

20 118.7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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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Bio-degradation rate of gamma irradiated fish bate

시료번호 조사선량 (kGy) 생분해도(%)

시료 3

(곡류)

0 32.1

10 35.6

20 39.4

시료 7

( 루텐)

0 27.5

10 38.4

20 44.1

시료 10

(확산집어제)

0 30.6

10 37.2

20 48.3

   반죽떡밥에 방사선을 조사함으로써 보존료의 첨가 없이도 사용편이성이 극대화된 반죽떡밥

을 제조할 수 있고 제조된 떡밥은 반죽떡밥 고유의 품질특성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면서 장기 

보존할 수 있다. 특히 본 발명의 방법은 떡밥의 자연분해도를 향상시키고 사용량을 감소시켜 

낚시에서의 떡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질오염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떡밥의 원료인 곡류

분말, 어분, 루텐 등의 모든 원료에 대하여 그 혼합비율이나 종류, 수분의 함량뿐만 아니라 

포장형태에도 제한을 받지 않아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므로, 낚시용 떡밥제품의 부가가

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반죽떡밥 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분말제품의 가공뿐만 아니라 수분을 함유한 

건조 이전의 반제품에도 직접 적용이 가능하며 일단 반죽떡밥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제품화의 

어떤 단계에서도 실시할 수 있고, 특히 반죽떡밥 제품이 포장된 후에 실시할 수 있으므로 공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5.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및 감마선 살균

  

  가. 서론 

  식품위생에 대한 인식 및 제반 규정의 강화, 식품 제조 및 생산시설의 현대화 등 식품과학 

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식품미생물에 의한 질병의 발생

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이러한 현상은 집단급식, 특히 학교 집단급식 확대에 따른 

식중독 사고의 대형화가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사고 발생빈도는 감소하 으

나 사고 건당 환자수가 증가한데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식성병해의 감소와 사고예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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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식품 제조공정 전반의 위해요소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필수적이다. HACCP 관리는 

집단급식을 위한 조리실뿐만 아니라 식품산업 공정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 관

리시스템으로 인정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점차 그 활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식

품 산업에도 GMP 수준의 공정시스템이 적용되는 추세에 있다(2). HACCP plan을 수립하고 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미생물학적 위해요소의 critical control point를 설정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식품의 조리 및 생산과정은 전 과정이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한 미생

물학적 위해요소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자칫 중요한 부분이 간

과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3). 

  HACCP과 관련된 미생물학적 위해요소 분석은 주로 식품원료, 용수, 설비 등의 공정과정과 

작업장의 공기, 바닥 등 환경요인, 그리고 조리종사자, 조리기구, 용기 등의 2차 요인을 중심으

로 수행되어왔다(4). 특히 최근에는 조리종사자, 조리기구 및 용기 등의 요인이 식품의 위생성

을 결정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어 이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5). 

Chun 등(6)은 단체급식 조리실의 용기 및 기구류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에서 플라스틱 용기, 

행주, 식칼, 도마 등의 일반 미생물 오염도가 10
5
 CFU/100 cm

2
 수준이며 대장균군도 10

2
 

CFU/100 cm
2
으로 검출된다고 보고하 다. Park 등도 마찬가지로 조리기구와 용기에서 비슷한 

수준의 미생물 오염을 보고하 으며 작업자의 손에서도 10
2
-10

4
 수준의 미생물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 다(7). Kusumaningrum 등(8)은 stainless steel 주방기구의 표면에서도 최대 10
5
 

CFU/cm
2
의 미생물 오염이 관찰되었다고 발표하 다. 이러한 보고들은 비교적 미생물 오염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용기류의 오염을 지적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이러한 주방용품의 

미생물 오염은 조리시 식품에 전이되는 cross contamination(9-11)의 주요 요인이 되며 특히 

미생물의 분포에서 일반적인 air contamination보다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가능성이 크다는 점

에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12). 

  최근 들어 여가활동의 증가, 외식산업의 발달, ready to eat 또는 ready to cook 등 편이식품

의 생산량 증가에 따라 편이성 및 위생성 향상을 목적으로 각종 일회용 주방용품의 소비가 증

가하고 있다. 일회용 주방용품과 용기류 또한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람이나 공기와의 접촉을 

통한 미생물 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일회용 주방용품은 주방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주방기구와는 달리 별도의 세척이나 살균과정이 없이 직접 식품을 담거나 포장하는

데 사용되므로 미생물 관리에 있어 식품에 준한 위생관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회용 

주방용품의 품질관리 기준은 잔류화학물질이나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 위해요소에 관심이 집중

되어 왔으며, 미생물학적 위해요소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국제기구(FAO/IAEA/WHO)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유용하고 안

전한 식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살균방법으로 공인되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이용되

고 있다(13). 특히, 감마선 조사기술은 완전 포장 후 살균이 가능하고 잔류성이 없으며 제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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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에 대하여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므로 미

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식품용기 및 포장재의 위생성 향상에도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

된다(14, 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방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주방용품 및 용기류의 위생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 시중에서 유통되는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

으며, 이를 기초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일회용 주방용품의 위생화 효과를 확인하 다. 

나. 재료 및 방법

  시료

  시판되는 일회용 주방용품 중 사용빈도가 높은 제품을 용기류, 포장재, 기타 일회용품으로 

구분하여 선정한 다음, 시중의 3개 대형 할인점에서 각 품목별로 3개 사의 제품 51종을 

random sampling 방법으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용기류는 종이컵, 플라스틱 컵, 생수

용 컵, 도시락 용기를 시료로 선정하 으며, 포장재는 비닐랩, 알루미늄 호일, 지퍼백 등을, 기

타 일회용품으로는 비닐 위생장갑, 플라스틱 수저,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행주를 각각 

시료로 사용하 다. 

검체의 채취

  검체의 채취는 Park 등(7)의 swab 방법에 준하여 2회 실시하 다. 즉, 멸균한 탈지면을 

0.1% peptone water에 적신 다음 10×10 cm
2
의 면적을 1차로 swab하고 다시 건조 상태의 탈

지면으로 동일면의 수분을 닦아내어 swab하 다. Swab한 탈지면을 멸균식염수 (NaCl 0.85%) 

10 mL를 넣은 corning tube에 담아 10℃에서 30분 진탕 교반하여 이를 미생물 분석용 시료로 

하 다. 한편, swab이 어려운 나무젓가락과 이쑤시개는 시료 1 g을 잘게 부수어 이를 10℃의 

멸균식염수 10 mL에 30분 방치한 다음 진탕 교반하여 미생물 분석에 사용하 다. 시료의 채취

와 미생물 분석은 random 방식으로 3회 반복하여 실시하 다.

일반미생물 검사

  Swab 방법으로 채취된 검체 10 mL를 1/10 씩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각 희석액 1 mL를 취

하여 petri dish에 분주하고 분리하고자하는 미생물군의 선택배지 15 mL에 pour plating하 다

(16). 총 호기성 세균의 측정은 plate count agar(PCA, Difco) plate를 30℃에서 48시간 배양하

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colony counter(IPI Inc., Microcount 1008, U.S.A.)로 계수하여 100 

cm
2
당 colony formation unit(CFU/cm

2
) 또는 1 g당 colony formation unit(CFU/g)으로 환산하

여 나타내었다. 대장균군의 측정은 desoxycholate agar(Difco) plate를 37℃에서 48시간 배양하



58

여 생성된 colony를 계수하 으며, 곰팡이는 lactic acid(2.5 mL/L) 및 chloramphenicol (100 

mg/L)을 첨가한 potato dextrose agar(Difco) 배지를 25℃에서 3일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

의 수를 계수하 다. 

살모넬라의 검사

  Salmonella의 검사는 visual immunoprecipitate assay kit (VIP, BioControl Systems, Inc., 

Bellevue, USA)를 이용한 면역침전법으로 검출하 으며, 실험방법은 VIP kit 제조사의 manual

에 따라 실시하 다. 먼저  swab으로 채취된 검체 10 mL를 50 mL의 peptone water에 접종한 

다음 37℃에서 8시간 배양하여 이를 pre-enrichment culture로 준비하 다. 즉, 25 mL의 전배

양액을 다시 5 mL의 5x Rappaport-Vassiliadis (RV, Difco) broth에 접종하여 42℃에서 24시

간 배양하여 이를 selective enrichment culture로 준비하 다. 최종적으로 RV broth 1 mL를 

dinitrophenol과 novobiocin을 첨가한 10 mL의 trypticase soy broth에 접종하여 37℃에서 8 시

간 배양한 다음 이를 면역침전 검출을 위한 extraction용 시료로 사용하 다. 시료의 extraction

은 trypticase soy broth에서 배양한 배양액 1 mL에 VIP kit에서 제공된 extraction reagent Ⅰ

과 Ⅱ를 각각 0.1 mL씩 첨가하여 121℃에서 10분간 처리하고 다시 상온으로 냉각하여 실시하

다. 준비된 extract 0.1 mL를 VIP kit의 시료 투입구에 주입하여 test window와 verification 

window에서의 침전반응을 관찰하 다. Salmonella 양성반응은 두 창 모두에서 검은색의 검지

선이 나타나는 경우로 하 으며 시료와 함께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5, serogroup 

B(KCTC, Daejeon, Korea)를 양성 대조구로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원 100,000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Canada)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의 조건은 15℃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각각 5 및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5% 이

내가 되도록 하 다. 이 때 흡수선량의 측정은 5-mm-diameter alanine dosimeters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로 측정하 다. 감마선 조사된 시료는 비조사 대조군과 

함께 미생물 분석을 실시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 분포

   일회용 주방용품 중 용기류의 일반미생물 분포를 Table 3-10에 나타내었다. 일반 호기성세

균은 용기류 24 종 가운데 15개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미생물의 오염분포는 0∼10
2
 CFU/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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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2
 수준이었다. 각 시료별로는 봉투형 종이컵과 종이 재질의 일회용 도시락에서는 3개 가운

데 1개 시료에서만 일반 호기성세균이 검출되었으며, 스티로폼 재질의 일회용 도시락은 3개 시

료 모두에서 일반 호기성세균이 검출되었다. 대장균군은 스티로폼 재질의 일회용 도시락 1개 

시료에서만 10
1
 CFU/100 cm

2 
수준으로 검출되었을 뿐 기타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

이는 용기류 24종 가운데 8개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미생물의 오염분포는 0∼10
2
 CFU/100 

cm
2
 수준이었다. 각 시료별로는 종이컵, 스티로폼 도시락, 스티로폼 접시에서는 3개 가운데 2

개 시료에서 곰팡이가 검출되었으며 플라스틱 컵, 알루미늄 접시 및 도시락, 종이 도시락에서

는 검출되지 않았다. 일회용 주방용품 중 식품포장 및 보관용 소재의 일반미생물 분포를 

Table 3-11에 나타내었다. 일반 호기성세균은 12 종의 시료 가운데 2개 시료에서 검출되었으

며, 미생물의 오염분포는 0∼10
2
 CFU/100 cm

2
 수준이었다. 각 시료별로는 비닐 팩과 지퍼 백

에서 3개 가운데 1개 시료에서 일반 호기성세균이 검출되었으며 랩과 알루미늄 호일에서는 미

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식품포장 및 보관용 소재에서 대장균군은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는 12종의 식품포장 및 보관용 시료 가운데 지퍼백 1개 시료에서만 10
1
 

CFU/100 cm
2
 수준으로 검출되었다. 일회용 주방용품 중 기타 기구류의 일반미생물 분포를 

Table 3-12에 나타내었다. 일반 호기성세균은 15 종의 시료 가운데 8개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각 시료별로는 위생장갑과 플라스틱 수저에서는 3개 가운데 1개 시료에서, 나무젓가락, 이쑤시

개, 일회용 행주는 3개 가운데 2개 시료에서 일반 호기성세균이 검출되었다. 대장균군 미생물

은 일회용 행주 1개 시료에서만 10
1
 CFU/100 cm

2 
수준으로 검출되었을 뿐 기타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곰팡이는 15종의 시료 가운데 4개 시료에서 검출되었는데 각 시료별로는 이

쑤시개, 나무젓가락, 행주에서는 검출되었고 위생장갑과 플라스틱 수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집적배양 및 VIP kit을 이용한 면역 침전법에 의한 Salmonella의 검출 시험에서는 51개 

시료 모두에서 음성반응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본 연구에서 시험된 총 51 종의 일회용 주방용품 중 일반 호기성 세균은 25종에

서, 대장균군은 2종에서, 곰팡이는 13종에서 검출되었고 이때 일반 호기성 세균, 대장균군, 곰

팡이의 검출빈도는 각각 49.0%, 3.9%, 25.5% 수준이었다(Table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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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Microbial contamination levels of the surface of disposable cups, lunch boxes, 

and dishes

Samples/serial No.
Total microorganism (CFU/100 cm

2
) 

Salmonella
Aerobic bacteria Coliforms Fungi

Cup, paper 1 ND
1)

ND ND -

2 4.7×101 ND 1.3×101 -

3 2.1×10
2

ND 1.7×10
1

-

Cup, plastic 4 2.3×101 ND ND -

5 ND ND ND -

6 3.0×10
1

ND ND -

Cup, an envelope 7 ND ND ND -

8 ND ND ND -

9 1.5×102 ND 5.7×101 -

Lunch box, 10 3.6×10
2

1.3×10
1

1.9×10
2

-

expanded polystyrene 11 7.3×10
1

ND ND -

12 6.7×10
1

ND 4.3×10
1

-

Lunch box, aluminium 13 3.7×10
1

ND ND -

14 2.8×10
2

ND ND -

15 ND ND ND -

Lunch box, paper 16 ND ND ND -

17 4.7×10
1

ND ND -

18 ND ND ND -

Dish, aluminium 19 ND ND ND -

20 9.3×10
1

ND 2.3×10
1

-

21 2.0×101 ND ND -

Dish, 22 4.4×10
2

ND 8.0×10
1

-

expanded polystyrene 23 ND ND 3.3×101 -

24 1.7×10
1

ND ND -

1)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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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Microbial contamination levels in the surface of disposable packaging materials

Samples/serial No.
Total microorganism (CFU/100 cm

2
)

Salmonella
Aerobic bacteria Coliforms Fungi

Wrap film 25 ND
1)

ND ND -

26 ND ND ND -

27 ND ND ND -

Foil, aluminium 28 ND ND ND -

29 ND ND ND -

30 ND ND ND -

Pack, vinyl 31 ND ND ND -

32 3.3×10
1

ND ND -

33 ND ND ND -

Zipper bag 34 4.2×10
2

ND 1.7×10
1

-

35 ND ND ND -

36 ND ND ND -

1)ND : Not Detected

  일회용 주방용품의 재질에 따른 미생물 오염도를 비교한 결과 팽화 폴리스티렌(스티로폼)과 

목재, 그리고 섬유 소재의 일반 호기성세균 오염 빈도가 65% 이상으로 높았으며 비닐, 알루미

늄, 종이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오염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팽화 폴리스티렌(스티로폼) 재질의 

용기는 대부분의 시료에서 호기성 세균과 곰팡이가 검출되어 가장 높은 오염도를 나타내었으

므로 향후 HACCP 관점에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Chun 등(6)과 

Park 등(7)은 주방에서 상시 사용하는 주방용품의 미생물 오염도 조사에서 대부분의 주방용품

에서 평균 103 CFU/100 cm2 이상, 최고 105 CFU/100 cm2 의 미생물이 분포하 고 대장균군과 

일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주방기구의 미생물 오염은 미생물 오염도

가 높은 식품 및 사람에 의한 교차오염과 수분활성도가 높은 환경에 의하여 유도되며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가능성도 크다고 알려져 있다(9-11). 그러나 이에 비하여 일회용 주방용품은 제

조과정 및 유통과정에서의 공중낙하균에 의한 air contamination이 주를 이루게 되고(12) 일반

적으로 미생물이 생장할 수 없는 건조한 환경이 유지되며 사람 및 식품과의 접촉시간도 짧아 

상대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주방용품에 비하여 위생측면의 위험도는 낮다고 할 수 있다. 본 연

구 결과, 일반 호기성세균이 검출된 일회용 주방용품의 경우에도 미생물 오염도는 대부분 102 

CFU/100 cm2 이하로 낮았으며 대장균군 및 Salmonella는 거의 검출되지 않아 일회용 주방용

품에 의한 식성병해 유발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그 서식 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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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더라도 본 연구에서 시험된 일회용 주방용품의 50% 내외에서 일반 호기성 세균이 검출된 

결과는 일회용 주방용품에 대한 미생물학적 품질개선이나 살균의 필요성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Table 3-12. Microbial contamination levels in the wood and cloth materials and the surface 

of vinyl gloves and plastic spoon 

Samples/serial No.
Total microorganism (CFU/100 cm

2
or gram)

Salmonella
Aerobic bacteria Coliforms Fungi

Gloves, vinyl 37 5.0×101 ND ND -

38 ND
1)

ND ND -

39 ND ND ND -

Spoon, plastic 40 ND ND ND -

41 7.3×10
1

ND ND -

42 ND ND ND -

Chopsticks, wood 43 4.9×10
2

ND 2.4×10
2

-

44 8.0×101 ND ND -

45 ND ND ND -

Toothpick, wood 46 6.3×101 ND 1.9×102 -

47 ND ND ND -

48 2.1×10
2

ND 6.7×10
1

-

Dish cloth 49 4.5×103 2.3×101 5.6×102 -

50 9.7×10
1

ND ND -

51 ND ND ND -

1)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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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The frequency of microbial contamination of disposable kitchen utensils by 

different materials

Materials of samples
Number of 

samples

Number of contaminated samples

Aerobic bacteria Coliforms Fungi

Plastic 6 3 0 0

Expanded polystyrene 6 5 1 4

Paper 9 4 0 3

Aluminium 9 4 0 1

Vinyl 12 3 0 1

Wood 6 4 0 3

Cloth 3 2 1 1

Total 51 25 2 13

  

   

   일회용 주방용품의 감마선 살균

   호기성 세균이 검출된 일회용 주방용품에 대한 감마선 살균 효과를 Table 3-14에 나타내었

다. 25종의 일회용 주방용품에서 검출된 일반 호기성세균은 초기오염도가 낮아 2 kGy의 감마

선 조사에 의하여 대부분 사멸되었으며 3 kGy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

다. 대장균군 미생물이 검출된 2개 시료와 곰팡이가 검출된 13개 시료는 모두 1 kGy에서 대장

균군과 곰팡이가 완전히 불활성화 되었다(data not shown). 따라서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

학적 오염도 감소를 위한 공정개선이나 포장 및 유통과정에서의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품질관

리와 함께 2∼3 kGy의 감마선 조사를 병행할 경우, 무균상태의 일회용 주방용품 생산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고분자 polymer에 대한 감마선 조사는 일부 polymer의 내구성 및 

색상 등의 물리적 변화를 수반할 수 있다(17).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변화는 대부분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에 의하여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일회용 주방용품

의 감마선 살균 선량으로 제시된 2∼3 kGy의 조사선량은 미생물을 제어함과 동시에 polymer

의 물리화학적 특성에는 거의 향을 주지 않는 적정 조사선량이 될 것으로 사료되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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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Sterilization of aerobic bacteria on the surface of disposable kitchen utensils by 

gamma irradiation

                                                          (Unit: CFU/100 cm
2
)

Samples/serial No.
Irradiation dose (kGy)

0 1 2 3

Cup, paper 2 4.7×10
1

ND
1)

ND ND

3 2.1×10
2

3.3×10
1

ND ND

Cup, plastic 4 2.3×101 ND ND ND

6 3.0×101 ND ND ND

Cup, an envelope 9 1.5×10
2

2.7×10
1

ND ND

Lunch box, 10 3.6×10
2

7.7×10
1

1.0×10
1

ND

expanded polystylene 11 7.3×10
1

ND ND ND

12 6.7×10
1

ND ND ND

Lunch box, aluminium 13 3.7×101 ND ND ND

14 2.8×102 4.0×101 ND ND

Lunch box, paper 17 4.7×10
1

ND ND ND

Dish, aluminium 20 9.3×10
1

2.0×10
1

ND ND

21 2.0×10
1

ND ND ND

Dish, 22 4.4×10
2

ND ND ND

expanded polystylene 24 1.7×101 ND ND ND

Pack, vinyl 32 3.3×101 ND ND ND

Zipper bag 34 4.2×10
2

ND ND ND

Gloves, vinyl 37 5.0×10
1

ND ND ND

Spoon, plastic 41 7.3×10
1

ND ND ND

Chopsticks, wood 43 4.9×10
2

1.7×10
2

3.3×10
1

ND

44 8.0×101 ND ND ND

Toothpick, wood 46 6.3×101 ND ND ND

48 2.1×10
2

ND ND ND

Dish cloth 49 4.5×10
3

5.7×10
2

2.7×10
1

ND

50 9.7×10
1

1.3×10
1

ND ND

1)
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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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요약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17개 제품군, 총 51종

의 일회용 주방용품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 평가와 함께 오염된 미생물을 효과적으로 살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감마선 살균 방법을 적용하 다. 일반호기성세균, 대장균군, 곰팡이 

Salmonella의 오염도 평가 결과, 대장균군과 Salmonella는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반호기성 

세균은 전체 시료의 약 50%에서 10
1
∼10

2
 CFU/100 cm

2
 수준으로 검출되어 일회용 주방용품의 

위생화가 필요함을 확인하 다. 일회용 주방용품에 오염된 미생물의 감마선 살균 결과 3 kGy

의 조사선량에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마. 참고문헌

 1. Sobel, J., Griffin, P.M., Slutsker, L., Swerdlow, D.L. and Tauxe, R.V. (2002) 

Investigation of multistate foodborne disease outbreak. Public Health Reports, 117, 8-19

 2. Sun, Y.M. and Ockerman, H.W. (2005) A review of the needs and current applications 

of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system in foodservice areas. Food 

Control, 16, 325-332

 3. Todd, E.C.D. (2003) Microbiological safety standards and public health goals to reduce 

foodborne disease. Meat Sci., 66, 33-43

 4. Scott, E. and Bloomfield, S.F. (1990) The survival and transfer of microbial 

contamination via cloths, hands and utensils. J. Appl. Bacteriol., 68, 271-278

 5. Beumer, R.R. and Kusumaningrum, H. (2003) Kitchen hygiene in daily life. International 

Biodeterioration & Biodegradation, 51, 299-302

 6. Chun, H.J., Paik, J.E., Lee, Y.K. and Kim, E.S. (1998) The microbiological assessment of 

plastic container and kitchen utensils used in employee feeding foodservice operation in 

seoul. Korean J. Soc. Food Sci., 14, 21-24

 7. Park, H.K., Kim, K.L., Shin, H.W., Kye, S.H. and Yoo, W.C. (2000) Evaluation of 

microbiological harzards of cooking utensils and environment of mass catering 

establishments. J. Fd Hyg. Safety, 15, 315-323 

 8. Kusumaningrum, H.D., Riboldi, G., Hazeleger, W.C. and Beumer, R.R. (2003) Survival of 

foodborne pathogens on stainless steel surfaces and cross-contamination to foods.  



66

International J. of Food Microbiology, 85, 227-236

 9. Chen, Y.H., Jackson, K.M., Chea, F.P. and Schaffner, D.W. (2001) Quantification and 

variability analysis of bacterial cross-contamination rates in common food service tasks. 

J. Food Protec., 64, 72-80

10. Gorman, R., Bloomfield, S. and Adley, C.C. (2002) A study of cross contamination of 

food-borne pathogens in the domestic kitchen in the Republic of Ireland. International J. 

of Food Microbiology, 76, 145-150

11. Zhao, P., Zhao, T., Doyle, M.P., Rubino, J.R. and Meng, J. (1998) Development of a 

model for evaluation of microbial cross contamination in the kitchen. J. Food Protection, 

61, 960-963

12. Pasquarella, C., Pitzurra, O. and Savino, A. (2000) The index of microbial air 

contamination. Journal of Hospital Infection, 46, 241-256 

13. FAO/IAEA/WHO Study Group. (1999) High-dose irradiation: Wholesomeness of food 

irradiated with doses above 10 kGy. In WHO technical report series 890. World Health 

Organization, Geneva. p 49-77

14. Byun, M.W. (1997) Application and aspect of irradiation technology in food industry. 

Food Sci. Ind., 30(1), 89-100 

15. Thayer, D.W. (1990) Food irradiation, Benefits and concerns. J. of Food Quality, 13, 

147-169

16. Difco Laboratories. (1984) Difco manual. 10th ed. Detroit, Michigan, USA.

17. Bhattacharya, A. (2000) Radiation and industrial polymers. Prog. Polym. Sci., 25, 

371-401

18. Davenas, J., Stevenson, I., Celette, N., Cambon, S., Gardette, J.L., Rivaton, A. and 

Vignoud, L. (2002) Stability of polymers under ionising radiation: The many faces of 

radiation interactions with polymers. Nucl. Instr. and Meth. in Phys. Res., B 191, 

653-661 



67

  6.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유기퇴비의 살균 기술개발

   

가. 서론

최근 환경오염의 확산, 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 증가에 따른 농산물의 잔류독성이 농산물 

및 식품의 국가교역과 국민보건 등의 측면에서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도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

다. 현재 우리나라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은 전체 농산물 생산량의 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친환경 농산물 시장의 발전단계는 도입단계로 평가된다. 친환경 농산물의 구

분은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 농산물, 전환기 유기농산물 등으로 점차 세분화 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다. 시장의 측면에서는 대도시 중심의 중․대형 소매점을 중심으로 전문매장

이 형성되는 시장 발전단계에 이르고 있다(1).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방법이나 식품학적인 품질 

기준에 따라 다양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유기질 퇴비를 

이용한 유기농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을 친환경 농산물로 보는 것이다. 유기질 퇴비의 사용은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며, 각종 독성물질의 저감화나 양학적인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장

점이 있으며(2-4) 토양의 양이온 치환능력향상, 토양 완충능 증대, 중금속 유해작용 감소 등과 

같은 생태환경적인 유용효과를 나타낸다(5). 유기질 퇴비의 원료는 식물유기체, 슬러지와 같은 

환경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등으로 다양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축산분뇨 및 부산물을 이용한 유

기퇴비의 제조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 

유기물의 퇴비화 과정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는 원료 유기물 중의 당

류, 아미노산 등이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면서 미생물이 증식하는 과정이다. 2단계는 미생물

이 증식하면서 발열이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고온성 분해과정으로 이 과정에서는 셀룰로오스, 

펙틴 등의 난용성 탄수화물의 분해가 이루어진다. 3단계는 숙성단계로, 점차 온도가 떨어지면

서 발효 및 후숙이 이루어지고(7-9), 유기성 폐기물의 이화학적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

이다(10-13). 유기질 퇴비의 발효에 관여하는 microflora의 변화는 원료의 종류나 초기 

microflora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발효 초기에는 중온성 균이 우점종을 차지

하고,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내열성 및 호열성 균주가 우점종을 차지하며, 후기에는 분해속도

가 느린 섬유소 분해 세균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14). 가축 분뇨는 유용한 식물 양원을 

함유하고 있으나 병원균, 기생충 알, 잡초 종자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토양 환경을 악화

시킬 뿐만 아니라 작물에 향을 일으키므로 가축분뇨를 부숙시키지 않은 상태로 이용하는 것

은 어려움이 있다. 미숙퇴비의 사용으로 인한 농작물의 1차 피해가 발생되고, 토양에 서식하고 

있는 토착성 미생물을 비롯한 토양생태계에 미치는 2차적 토양오염이 발생되며, 이러한 농작물

을 섭취한 인체의 안정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축 분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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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화가 수행되고 있으나, 가축분뇨는 가축 종별 이화학적 특성이 다르고 단순 혼합방법으로 

퇴비를 제조 할 경우 안정성이나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가축 분뇨의 미생물 저감화 및 

안정성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기퇴비의 병원균은 원재료에 함유되어있는 1차 병원균과 퇴비화 

공정 중 발생하는 2차 병원균으로 구분되며(14), 일반적으로 1차 병원균보다 2차 병원균이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5). 일반적으로 유기퇴비에서 발견되는 병원성 미생

물은 Salmonella sp. Yersinia enterocolitica, Escherichia coli 등이 보고되고 있다(16). Burge 

등(17)은 부숙이 잘 안된 퇴비의 경우 가용 양분이 상당부분 존재하여 Salmonella sp.의 재

성장(regrowth)이 유도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선진국의 유기 퇴비 품질 규제규준은 인체에 위해성에 근거한 기준과 토양의 악화(net 

degradation)를 방지하는 기준으로 나뉘어 관리되고 있다(6). 일반적으로 인체 위해성 기준은 

어떤 특정물질이 인체에 흡수되어 위해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최대농도를 규정하며, 토양악화

의 방지기준은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퇴비에 함유된 유해물질이 토

양의 배경농도(background level)보다 낮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관리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농업선진국들은 퇴비의 품질기준을 사용 용도별 또는 등급별로 분류하여 각각의 규제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다. 산림용, 정원용, 화훼 등과 같은 비농업용 또는 비먹이연쇄작물

(non-food chain crops)에 사용되는 퇴비는 규제기준을 완화하여, 유기성 폐기물들의 자원화를 

유도하는데 정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식용작물에 사용되는 퇴비의 품질기준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며, 병원균 제어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는 추세이다(13). 한편, 국내의 혼

합발효 유기질 퇴비에 대한 공전규격은 비소, 카드뮴, 수은 등의 중금속 함량만을 규제하고 있

었고, 2002년부터 분변 중 대장균과 Salmonella의 함량을 새로이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선진국

과 같은 세부적인 규정설정과 품질관리 시스템에는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가축분 퇴비

와 같은 유기질 퇴비의 사용에 의한 물리․화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상당부분 수행되어 왔으

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염여부에 대한 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다. 

  방사선 조사는 국제기구(FAO/IAEA/WHO)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유용하고 안전한 식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살균방법으로 공인되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18). 

특히, 감마선 조사기술은 완전 포장 후 살균이 가능하고 잔류성이 없으며 제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에 대하여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내는 특성을 가지므로 미생물 오염이 

우려되는 유기퇴비의 살균에 좋은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19-20). 또한 기생충 및 충란

은 감마선 조사에 대하여 0.05 kGy 내외의 D값을 나타내고 병원성 미생물은 1 kGy 내외의 D

값을 나타내므로 감마선을 이용한 유기퇴비의 살균은 기생충의 완전사멸을 달성할 수 있는 부

가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질 퇴비의 위생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개발의 일환으로써 시중에서 

유통되는 유기질 퇴비의 호기성 총 세균수, 대장균 및 대장균군 그리고 Salmonella에 대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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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오염도를 측정하 으며, 이를 기초로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유기질 퇴비의 살균효과를 살

펴보았다. 

나.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시약

  상업용으로 시판되는 유기퇴비 4 종류 (A: 우분, B: 계분+톱밥, C: 돈분+톱밥+발효미생물, 

D: 축분+발효미생물)를 선정하여 각 구분별로 4종씩, 총 16종의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실

험시료로 사용하 다. 미생물 분리를 위한 배지는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chigan, 

USA) 제품을 사용하 다. 

감마선 조사 

  유기질 퇴비 100 g을 각 단위 포장제품(10∼30 kg) 5곳에서 random sampling하여 멸균된 

polyethylene 포장지에 함기 포장한 다음 봉하여 방사선 조사 시료로 사용하 다. 시료의 방

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원 100,000 Ci, 
60
Co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20℃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각각 3, 5,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 5.4% 이내로 하 다. 

유기질 퇴비의 미생물 검사

대조군 및 감마선 조사된 각 시료의 호기성 세균, 대장균군, 대장균, Salmonella의 분포를 

pour plating에 의한 plate count 방법으로 검사하 다. 미생물 분석을 위한 시료는 유기퇴비 

10 g을 취하여 mass flask에 담은 다음 멸균 식염수(NaCl 0.85%)를 100 mL로 fill up 하고 이

를 멸균된 500 mL 플라스크에 옮겨 4℃에서 30분 진탕 교반하여 제조하 다. 이 방법으로 채

취된 검체 10 mL를 1/10 씩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각 희석액 1 mL를 취하여 petri dish에 분

주하고 분리하고자하는 미생물군의 선택배지 15 mL에 pour plating하고 이를 배양하여 미생물

을 분리하 다. 

(1) 총 호기성세균(total aerobic bacteria) 측정

시료에 혼입된 총 호기성세균은 식품공전 표준시험법(21)에 따라 plate count agar (Difco, 

Lab)를 사용하여 검출하 다. 미생물의 서식 도는 plate를 37℃의 배양기에서 2일간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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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장균 및 대장균군 측정

시료에 혼입된 대장균 및 대장균군은 AOAC(22) 방법에 준하여 Petrifilm
TM

 Plate을 사용하

여 검출하 다. 시료가 접종된 plate를 37℃에서 2일간 배양한 다음, 가스방울을 나타내며 푸른

색의 균체를 가진 colony를 대장균으로, 가스방울이 붙어있는 붉은색 균체를 가진 colony를 대

장균군으로 판정하여 이를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3) Salmonella 측정

시료에 혼입된 Salmonella는 Kim 등(23)의 방법에 준하여 SS agar plate를 사용하여 분리하

다. 시료가 접종된 plate를 37℃에서 2일간 배양한 다음, 검은색의 colony를 Salmonella로 판

정하여 이를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한편, Salmonella의 선택배지로 사용되는 SS agar는 

Salmonella나 Shigella 뿐만 아니라 자연상태의 비병원성 미생물(gram negative facultatively 

anaerobic rods, Enterobacteriaceae)도 검출되고 본 실험에서는 분리미생물의 동정을 행하지 

않았으므로 검출된 미생물을 Salmonella group으로 구분하지 않고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group으로 표시하 다.  

(4) Samonella  및 E. coli 접종실험

유기퇴비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표준균주인 Salmonella와 

E. coli의 접종실험을 실시하 다. 접종실험을 위하여 4 종류의 유기퇴비 시료(A: 우분, B: 계

분+톱밥, C: 돈분+톱밥+발효미생물, D: 축분+발효미생물)에서 각 1종을 선정하여 이를 상기의 

감마선 조사 조건에서 20 kGy의 선량으로 완전멸균하 다. 표준균주 Salmonella 

typhumurium(KCCM 40253)과 Escherichia coli(KCCM 12119)는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KCCM,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다. 각 표준균주를 37
o
C 조건의 

nutrient broth(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서 stationary phase 까지 진탕배양(200 

rpm)한 다음 원심분리기(Vs-5500, Vision Scientific, Co., Seoul, Korea)에서 3회 원심분리

(3,000 rpm for 10 min at 4
 o
C)하여 이를 접종균으로 준비하 다. 세포의 washing solution은 

멸균 식염수를 사용하 으며 각 시험균주의 접종농도는 10
7
 CFU/g이 되게 하 다. 각 시험균

주가 접종된 유기퇴비는 상기의 Co-60 감마선 조사시설에서 0, 0.5, 1.0, 2.0, 3.0 kGy의 흡수선

량으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 다. 각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는 상기의 미생물 분석 시

료 제조방법에 따라 시료를 준비한 다음 nutrient agar 배지에 pour plating하고 plate를 37℃

의 배양기에서 2일간 배양한 후 생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미생물

의 개체수를 1/10로 줄이는데 필요한 방사선량 D10 값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 다. 

D10=
Does

(log N0-log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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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0: 미생물의 초기균수,  N: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의 수, Dose: kGy)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실험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SPSS. 10.0)를 

이용하여 one way ANOVA 분석을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비교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시판 유기질 퇴비의 미생물 분포

   시료로 사용된 시판 유기질 퇴비 16 종의 총 호기성세균, 대장균군, 대장균,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group의 서식 도를 살펴보았다(Table 1-15). 총 호기성세균은 평균 10
6
 CFU/g 

수준이었으며 각 시료별로는 10
4
∼10

7
 CFU/g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한편, 유기질 퇴비의 원료 

즉, 우분, 돈분, 계분 및 혼합분의 구분에 따른 미생물의 분포는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

았다. 이는 축산폐기물 중 돈분, 계분에서의 호기성 세균수가 10
6
∼10

8
 CFU/g이라고 보고한 

Whang 등(24)의 연구결과 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대장균군은 16개 시료 중 12개 시료

에서 10
1
∼10

3
 CFU/g의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4개 시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대장균은 16개 

시료 중 3개 시료에서 검출되었으며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group 미생물은 계분 유래 제

품 1종에서 검출되었다. 전체적으로 16개 시료 중 계분(sample group B)을 원재료로 한 B-4 

시료의 미생물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정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축분변의 대장균과 병원

성 미생물 등은 퇴비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열과 항생작용이 있는 퇴비화 미생물에 의해 도

가 감소되어 퇴비화가 완전히 끝나면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26). 그러나 퇴비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잔존성 여부는 퇴적물 중심 온도가 60℃까지 상승하는데 소요된 시간과 퇴적

물 초기 수분 함량의 상관관계에 의존하며 특히, 퇴비 발효 과정 중 느리게 고온기에 도달하거

나, 충분한 고온상태에 이르지 못한 경우 대장균 및 병원성 미생물이 잔존하게 된다.  Whang 

등(24)은 돈분과 계분의 보조첨가물로서 톱밥과 제지 슬러지를 사용한 퇴비의 경우, 원재료의 

대장균 및 병원성 미생물(Salmonella, Shigella)은 평균 10
4
∼10

7 
CFU/g 수준이었으며, 이는 퇴

비화 과정 중 고온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감소하여 숙성 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느린 속도

로 고온기에 도달한 시료군에서는 후숙과정 중 병원성 미생물이 다시 증식하여 10
6 
CFU/g이

상의 Salmonella가 존재하 다고 보고하여 유기퇴비의 병원성미생물 오염 위험성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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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퇴비의 방사선 살균

   유기퇴비의 미생물 오염도 저감화 및 위생성 향상을 목적으로 유기퇴비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미생물의 사멸율을 관찰하 다. 시판 유기퇴비에서 10
4
∼10

7
 CFU/g의 분포를 나타낸 총 호

기성세균은 10 kGy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평균 4 log cycle의 감소율 (D10 value ≒ 2.5 

kGy) 를 보여 비교적 높은 방사선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Table 1-16). 이는 Bacillus 등의 세

균포자에서 관찰되는 D10 value 수준이다. Bacillus 양세포의 D10값은 낮으나 endospore는 

2.5 kGy 내외의 D10값을 갖는다는 보고를(27-28) 감안한다면 유기퇴비의 감마선 살균 후에 생

존하는 미생물의 대부분은 Bacillus의 endospore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시판 유기퇴비에서 10
1
∼10

3
 CFU/g의 분포를 나타낸 대장균군 미생물은 5 kGy의 감마선 조사

에서 완전 살균 수준의 미생물 감소율을 나타내었다(Table 1-17). E. coli 가 검출된 3개 시료

와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group 세균이 검출된 1개 시료의 E. coli 와 SS agar plate 분

리 enteric group 세균은 3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완전 사멸되었다 (data not shown).  

Salmonella  typhimurium 및  E.  coli의 방사선감수성

   본 연구에 사용된 16개의 시료 중 E. coli는 3개 시료에서, Salmonella는 1개 시료에서만 검

출되었으나,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을 가정한 유효 살균선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Salmonella 

typhimurium과 E. coli 표준 균주를 유기퇴비에 10
7
 CFU/g 수준으로 접종하여 각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하 다(Table 1-18). Salmonella typhimurium은 3 kGy의 감마선 조사에

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D10 value는 0.4 kGy 내외로 계산되었다. E. coli는 2 kGy의 감마선 조

사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며 D10 value는 0.39 kGy 내외로 계산되었다. Salmonella와 E. coli의 

이러한 방사선 감수성은 Salmonella(19) 및 E. coli(29-30)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이었

다. 한편, 가축분뇨발효 비료액의 병원성 미생물 공정규정에는 분변중 대장균은 1,000이하

(MPN/mL)로, Salmonella는 3이하(MPN/4mL)로 규정되어 있다. 유기퇴비의 방사선 조사 시험

결과 3 kGy 수준이면 이러한 규정을 충족할 수 있으며 5 kGy 수준이면 병원성 미생물의 완전

멸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유기퇴비에 분포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은 5 kGy의 조사선량이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라. 요약

   시판 유기질 퇴비(우분, 돈분, 계분 및 혼합분) 16종의 총 호기성 세균수, 대장균 및 대장균

군 그리고 Salmonella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를 파악하고, 미생물 오염도 저감화 및 위생성 향

상을 위해 감마선을 조사한 후 미생물 사멸도를 측정하 다. 총 호기성 세균수는 우분, 돈분, 

계분 및 혼합분의 경우 10
4
∼10

7
 CFU/g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대장균군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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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시료 중 12종의 시료에서 10
1
∼10

3
 CFU/g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대장균은 3종의 시료에

서 10
1
∼10

2
 CFU/g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또한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group 미생물은 계

분제품 중 1종에서만 검출되었다. 한편 총 호기성세균은 10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서 평균 4 

log cycle 감소하 으며, 대장균군은 5 kGy 감마선 조사시 완전살균 수준의 감소효과를 나타내

었다. E. coli와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group은 3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 완전 사멸되었

다. 유기질 퇴비 분포 미생물의 D 값은 SS agar plate 분리 enteric group은 0.40 kGy, E. coli

는 0.39 kGy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시판 유기질 퇴비는 3 kGy 수준에서 축분뇨발효 비료액의 

병원성 미생물 공정규정을 충족할수 있으며, 위생화를 위해서는 5 kGy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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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Microbial population of commercial products of organic fertilizer

                                                                    (unit : log CFU/g)

Sample 

group1) Sample No.

Microorganism 

Total aerobic

bacteria
Coliforms E. coli

Isolates on

SS agar 

A

A-1 6.27 2.16 ND ND

A-2 7.38 1.55 ND ND

A-3 6.81 2.71 1.26 ND

A-4 5.32 1.43 ND ND

B

B-1 4.85 2.80 ND ND

B-2 6.69 ND2) ND ND

B-3 7.22 ND ND ND

B-4 7.03 3.14 1.45 1.39

C

C-1 5.49 ND ND ND

C-2 5.60 1.71 ND ND

C-3 6.32 2.37 ND ND

C-4 6.74 2.88 ND ND

D

D-1 5.13 3.03 ND ND

D-2 7.22 2.46 2.05 ND

D-3 6.46 ND ND ND

D-4 6.15 2.11 ND ND

1)
Fertilizer originated from a night soil of A: cattle, B: chicken, C: pig, D: total domestic 

animals.
2)
Not detected in the detection limit (>10

1
 CFU/g)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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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6. Sterilization of aerobic bacteria in commercial products of organic fertilizer.

                                                                    (unit : log CFU/g)

Sample 

group1) Sample No.
Irradiation dose (kGy) 

0 3 5 10

A

A-1 6.27 5.02 4.41 2.27

A-2 7.38 5.83 4.56 2.46

A-3 6.81 5.27 3.24 1.89

A-4 5.32 4.68 3.07 1.65

B

B-1 4.85 3.31 2.15 ND2)

B-2 6.69 5.24 4.33 2.45

B-3 7.22 6.40 5.19 3.77

B-4 7.03 5.94 4.26 2.37

C

C-1 5.49 4.32 3.51 1.24

C-2 5.60 4.55 3.26 1.56

C-3 6.32 5.18 3.88 1.05

C-4 6.74 5.54 4.03 2.38

D

D-1 5.13 4.23 3.20 1.62

D-2 7.22 6.04 4.83 2.24

D-3 6.46 5.48 4.11 1.82

D-4 6.15 4.90 3.64 1.35

1)Fertilizer originated from a night soil of A: cattle, B: chicken, C: pig, D: total domestic   

animals.
2)
Not detected in the detection limit (>10

1
 CFU/g)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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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7. Sterilization of coliform bacteria in commercial products of organic fertilizer

                                                                     (unit : log CFU/g)

Sample 

group1) Sample No.
Irradiation dose (kGy) 

0 3 5 10

A

A-1 2.16 1.48 ND ND

A-2 1.55 ND2) ND ND

A-3 2.71 1.36 ND ND

A-4 1.43 ND ND ND

B

B-1 2.80 1.63 ND ND

B-2 ND ND ND ND

B-3 ND ND ND ND

B-4 3.14 1.88 ND ND

C

C-1 ND ND ND ND

C-2 1.71 ND ND ND

C-3 2.37 ND ND ND

C-4 2.88 1.27 ND ND

D

D-1 3.03 1.52 ND ND

D-2 2.46 1.20 ND ND

D-3 ND ND ND ND

D-4 2.11 ND ND ND

1)
Fertilizer originated from a night soil of A: cattle, B: chicken, C: pig, D: total domestic 

animals.
2)Not detected 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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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8.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inoculated Salmonella typhimurium and E. 

coli in commercial products of organic fertilizer

                                                                     (unit : log CFU/g)

Microbes Sample No.1)
Irradiation dose (kGy) D10 value

(kGy)0 0.5 1 2 3

Salmonella 

typhimurium

A-1 7.23 6.28 4.93 2.06 ND2) 0.40

B-1 7.15 6.05 4.95 1.85 ND 0.40

C-1 7.36 6.33 5.24 1.92 ND 0.39

D-1 7.17 5.81 4.82 2.14 ND 0.41

E. coli

A-1 7.29 5.35 3.10 ND ND 0.39

B-1 7.38 5.24 2.98 ND ND 0.39

C-1 7.14 5.22 3.03 ND ND 0.40

D-1 7.22 5.31 2.86 ND ND 0.40

1)Fertilizer originated from a night soil of A: cattle, B: chicken, C: pig, D: total domestic 

animals.
2)
Not detected in the detection limit (>10

1
 CFU/g) of this study. 

  유기질 비료로부터 농산물로 전이되어 될 수 있는 기생충 및 병원성 미생물의 제거에 감마

선 살균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 다. 시판중인 유기질 퇴비 16종의 총 호기성 세

균수, 대장균 및 대장균군 그리고 Salmonella에 대한 미생물 오염도를 평가하고, 감마선 조사

에 의한 미생물 사멸도를 측정하 다. 분석된 시료의 총 세균수는 104∼107 CFU/g, 대장균군은 

101∼103 CFU/g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enteric group 미생물은 계분제품 중 1종에서 검출되었

다. E. coli와 enteric bacteria는 3 kGy 감마선 조사에 의해 완전 사멸되었다. 시판중인 유기질 

퇴비는 3 kGy 수준에서 축분뇨발효 비료액의 병원성 미생물 공정규정을 충족할수 있으며, 위

생화를 위해서는 3 kGy 수준의 방사선 조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7.  생약재의 방사선 살균 

 

  본 연구는 생약의 유해물질 기준 제․개정을 위한 연구-한약재 중 미생물 한도시험기준 및 

방사선조사허용기준 설정의 타당성조사에 관한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용역연구로 수행

하 다. 본 연구의 최종 연구목표는 한약재 중 미생물 한도 및 방사선조사 기준 제정의 필요

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과제의 내용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약 및 한약재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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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 한도시험 및 방사선 조사에 대한 기준설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

하여 수입 및 유통한약재의 방사선 조사 여부 실태, 방사선 조사 전후의 미생물 오염도 모니

터링을 실시하 으며, 아울러 세균, 진균 및 병원성 특정세균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함께 국

내 유통 한약재에 대한 잔류방사능 농도를 평가하 다. 또한 한약재에 대한 방사선 살균 실증

실험으로 방사선 조사 전 후의 한약재 중 미생물오염을 비교하 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한약재 중 미생물 한도시험 및 방사선조사 기준설정에 대한 타당성과 기준을 

제시하 다. 관련 연구를 요약하여 아래에 정리하 다. 

가. 서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생약 및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 한도시험 및 

방사선 조사에 대한 기준설정의 타당성 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보다 세부적으로는 수입 및 유

통한약재의 방사선 조사 여부 실태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미생물 오염도 모니터링을 연구범

위에 포함한다. 본 연구 결과 및 이로부터 파생되는 기술은 국내 유통 한약재의 품질향상에 기

여하며,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될 수 있고, 향후 국내 한약재 재배농업 

및 관련 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구개

발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강조된다. 

   병원성 세균, 진균류 등은 인체 및 가축의 식성병해 요소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

러한 미생물들은 생약재의 재배, 저장, 유통, 국제교역 과정 등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특히 유통과정에서의 저장조건이 중요하다. 미생물의 농업적, 식품학적 중요성에도 불구

하고 한약재의 미생물 오염에 관한 연구는 다른 농산물에 비하여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

서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주요 한약재의 미생물에 대한 종합적인 모니터링과 미생물 한도시

험 기준설정이 필요하다.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의 생물학적 제어기술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

고, EO gas, 오존, chemicals 등 화학적 제어기술은 안전성, 환경오염, 잔류독성 등의 문제로 

사용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한약재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즉시 실용화가 가능한 산업화 기술이

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수입 한약재의 국내 유통이 50%를 넘는 상황이며, 특히 국제교역 식품에 대한 방사선 살균

이 보편화되어있는 중국산 한약재의 경우 방사선 조사여부의 기준설정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에

서는 아직까지 한약재의 방사선 조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설정

이 필요하다. 수입 한약재의 일정량이 방사선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지방법과 장비, 전문인력 등이 미비하여 현행법에 맞게 처리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

는 실정이다. 수입한약재 중 방사선 조사제품을 구별하여 소비자에게 신뢰성과 공신력을 부여

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검지기술 개발 및 표준화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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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용작물 재배는 우리나라 농업의 주요 소득원의 하나이다. 특히 수도작, 축산, 과수 등의 

전통적인 농업분야가 국제경쟁력이 낮은데 비하여 한약재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기후, 지형 

등의 향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생산이 가능하므로 향후 수출 증진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농업의 주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약용작물 재배면적은 약 10,000ha 내외이며, 

총 생산량은 40,000톤 수준이다. 한약재의 수출은 1,000만 US$에 불과하나 수입액은 1억 US$ 

이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약용작물 및 한약재 생산 분야는 경제․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국민정서 및 

문화적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WTO 체제에서의 수입개방과 더

불어 향후 국제적인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기반붕괴의 위협에 처할 수 있

으므로 사회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시급하다. 

미생물에 의한 식성병해는 단기적인 식중독뿐만 아니라 미생물이 생산하는 독소 등에 의하여 

장기적이고 만성적인 유전독성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국민보건 차원에서 시급히 연구되

어야할 분야이다.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국내외적으로 생약에 대한 방사선 조사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비교적 방

사선 조사에 대한 연구 및 산업적 적용이 활발한 식품분야의 현황을 파악하는 접근방식이 유

효하다. 특히 국제적으로도 한약재는 허브류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고 허브류의 방사선조사기

준, 산업적 이용, 국제교역 등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 분야의 현황을 비교하여 향

후 생약재의 방사선 조사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의 식품 방사선조사는 1987, 

1988, 1991, 1995, 2005년 5차례에 걸쳐 20여개 품목 및 품목군의 식품조사가 허가되어 현재 주

로 수출품에 대한 상업적 식품조사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생약재로 구분되지는 않았으나 생

약재와 유사한 건강식품 원료 중 알로에 분말과 인삼(홍삼포함), 건조향신료 등에 대하여 7∼

10 kGy의 방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음. 92종의 중약에 대한 방사선 전후의 성분분석 결과에 

의하면 10 kGy에서는 18.5% (17개 시료), 5 kGy에서는 7.6% (7개 시료)의 변화가 관찰되었으

며 2 kGy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음. 한약재의 경우, 한약재가 식물성원료로서 섬유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점, 대부분 건조된 상태로 유통된다는 점, 토양에서 유래한 미네랄 또는 

광물질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등의 특성이 있으므로 물리적 방법의 검지시험법 적용

이 가장 적합함. 

나.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한약재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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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된 한약재는 『2005년도 식품의약품안전청 R&D 사업』 중 「한약재 과

학화 사업」의 주요 연구대상으로 지정된 한약재 18종을 중심으로 하되, 특히 한약재의 미생물 

오염도 실태조사를 통한 미생물 규격기준 설정의 타당성 평가가 가장 중요한 연구목적임을 감

안하여 미생물 오염도 평가는 50종 이상을 모니터링하 다. 

그림 3-1. 생약재 포장제품 시료

국내외 자료 분석

   한약재와 유사한 품질관리 기준을 갖는 식품, 의약품, 기능성식품 및 이들 제품 원료의 미

생물 한도시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오염 관련 국내․외 현황/자료를 분석하 다. Science 

Direct(www.sciencedirect.com), 한국원자력연구소 전자도서관, 국내․외 관련학회 홈페이지 등 

웹사이트를 통하여 생약의 미생물 한도시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오염 관련 국내․외 현황/

자료를 분석하 다.

   Codex 규격, EU standards, 중국의 생약규격 등 국제 교역 및 검역과 관련된 기준을 수집

하여 생약 및 한약재,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군의 미생물 한도시험, 방사선조사 및 방사능 오

염 관련 국내․외 현황/자료를 분석하 다.

   수집된 각종 자료를 번역, 분석, 평가하여 국제적인 동향을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국내의 

생약재의 미생물 규격 및 방사선 조사 허용여부를 판단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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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ICGFI(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의 향신료 및 허브에 관

한 기술보고서(IAEA-TECDOC-639), 중약의 방사선 살균 관련 현황 보고자료 1편 및 학술발

표자료 등을 본 보고서의 주요자료로 분석하 다. 

미생물 분석

   생약재는 한약의 원료로서 대한약전의 미생물 시험기준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약재의 미생물 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대한약전의 미생물 시험법은 의

약품 등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보증 (SAL) 수준의 시험법이므로 미생물 오염도가 높은 생약재

의 시험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생약재의 대부분이 자연상태에서 채취되어 

세척, 건조, 절단(세절), 포장 등의 단순가공을 거친 농산물 수준으로 유통되고 있음을 감안하

여 본 연구에서는 식품공전의 제 7. 일반시험법 8. 미생물 시험법에 기초하여 생약재의 미생물 

오염도를 분석, 평가 하 다.  

   미생물 검사 시료는 생약재를 무균상태에서 세절하고, lab blender(Hanil, FM 680T, Korea)

에 60초간 3회 마쇄한 다음 20 mesh sieve에 통과시킨 분말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병원성 특정세균 (Staphylococcus, Salmonella, coliform)에 대한 오염도 조사 또한 식품공

전 시험법에 따라 집적배양 (enrichment culture)이후 미생물의 선택배지에 pour plating하여 

colony를 분리하는 선택배양 (selective culture) 방법을 병용하여 실시하 다. Coliform group

은 EC agar(37℃, 2일 배양)를 선택배지로 하 으며 Salmonella는 peptone water에서 증균(3

7℃, 2일 배양) 후 Desoxycholate citrate agar(37℃, 2일 배양)에서 검은색을 나타내는 colony

를 정성적으로 확인하 으며, Staphylococcus는 Tryptic soy broth에서 증균 후(37℃, 2일 배

양) mannitol salt agar(37℃, 2일 배양)에서 황색의 불투명 colony를 정성적으로 확인하 다.

각 시료의 곰팡이 분리 배지 중 50∼100개 내외의 colony 도로 생성된 plate를 선택하여 각 

colony의 색, 외관 및 포자의 현미경적 관찰을 통하여 속단위의 잠정적 분류를 실시하 다. 곰

팡이의 형태학적인 동정시험은 시험배지에서의 생장 및 외형, conidiophore의 형태, conidia의 

형태와 크기 등을 비교하 다 (Samson, 1985). 배양이 완료된 분리배지 중, plate당 100개 내외

의 colony가 성장하여 계수하기가 용이한 배지를 선택하여 생성된 colony의 수를 colony 

counter(IPI Inc., Microcount 1008, U.S.A.)로 계수하 으며 colony의 중첩으로 colony counter

로 계수가 어려운 분리배지는 또는 육안으로 계수하여 그 결과를 colony formation unit 

(cfu/g)으로 나타내었다. 

곰팡이독 분석

   대한약전 및 식품공전의 곰팡이독 분석 시험법은 박층크로마토그래피(TLC) 및 액체크로마

토그래피(HPLC)법이 규정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의 곰팡이독 시험항목을 정량적 분석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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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 정성적 모니터링에 국한하 으므로 분석시간이 빠르고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며 이 분야의 

국제학술논문에서도 인증되고 있는(Aziz, 2002; Llewellyn, 1998) 면역학적 분석 kit를 이용하여 

곰팡이독의 검출 유무를 판정하 다. 

   Mycotoxin 분석은 R-Biopharm사의 Mycotoxin 분석 Kit를 사용하 으며 이 kit의 분석항

목은 Aflatoxin, T-2 Toxin, Ochratoxin A, Zearalenon, Fumonisin, DON, Citirinin으로 구성되

어 있다. 위의 미생물 시험 시료 제조과정에서 준비된 분말 시료 200 g을 취하여 PBS 

extraction / elution buffer 5 ml에 녹이고 20~30초간 vortexing한 다음 10,000 rpm으로 원심분

리하여 상등액만을 취하고 이를 곰팡이독 측정용 시료로 준비하 다. 

유통한약재의 방사선 조사 여부 평가

   방사선 조사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는 미생물 검사 시료와 마찬가지로 생약재를 무균

상태에서 세절하고, lab blender(Hanil, FM 680T, Korea)에 60초간 3회 마쇄한 다음 20 mesh 

sieve에 통과시킨 분말을 제조하여 사용하 다.  

   시료의 방사선 조사 여부는 1차로 PSL 분석을 실시하 으며 아울러 방사선 조사 의심시료

에 대해서는 보다 정 한 TL, ESR 방법을 적용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정하 다. 

            PSL 분석기                 TL 분석기                    ESR 분석기

그림 3-2. 방사선조사식품 검지 시험기기

유통한약재의 방사능오염도 평가

   식품 중의 잔류방사능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부터 세계 각국의 식품검역 중요 평가

요소로 분석되었다. 국내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서 원자력 시설 주

변의 방사능 감시 차원에서 원자력법 및 과학기술부 고시에 의하여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분석

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일반 식품의 잔류방사능 평가는 주로 유럽 지역의 수입 식품 및 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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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져왔으며 이 분야는 수산물품질검사원, 수의과학검역원, 보건환

경연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한약재를 비롯한 농수축산물의 잔류하는 방사능물질은 천연 방사성핵종과 인공방사성핵종

으로 구분한다. 천연방사성 핵종은 자연상태에 원래 분포하는 방사능물질이며 인공방사성 핵종

은 방사능 실험에 의하여 생산된 핵종이다. 천연 방사성핵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K-40이며 

인공 방사성핵종의 대표적인 핵종은 CS-137이다. 

   감시핵종 수, 핵종별 규제농도, 식품군별 규제 농도 등은 국가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우리

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치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등과 같이 Cs-134 + Cs-137 

기준으로 370 Bq/kg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국내 유통 한약재의 방사능 오염 실태는 2차년도에 수집된 원료 중 23 종을 무작위로 선별

하여 Cs-137을 중심으로 분석하 으며 아울러 K-40 등의 천역 방사선핵종의 분석도 실시하

다. 시험방법은 한약재와 유사한 농산물의 분석기준인 식품공전 일반시험법의 잔류방사능 측정

법과 미 FDA의 시험법(SOP number: WEAC TD RN-1, 2000)을 기준으로 하여 감마핵종분석

기로 감마동위원소의 방사능 측정을 통하여 분석하 다. 한약재의 잔류 방사능 측정 시험방법

은 아래와 같다. 

   생약재 분말 시료 100g을 정 저울로 칭량하여 105℃의 열풍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키고 이를 막자사발에 담아 가스버너로 10분간 가열하여 가연성 가스가 나오지 않을 때

까지 탄화하 다. 

   탄화된 시료를 회화로에 넣고 450℃의 온도에서 24시간 회화시킨 다음 이를 분쇄하여 

55CB 측정용기에 압축하여 넣었다. 상기 시료의 중량, 건조 전 및 회화 전후의 중량비로 결과

를 Bq/kg dry weight로 환산하 다.

   분석 시간은 대표적인 인공핵종인 Co-60, Cs-134, Cs-137의 MDA(minimum detective 

activity)가 만족하는 80,000sec로 분석을 수행하 으며 천연핵종 중 계열을 이루는 핵종은 반

감기가 짧은 관계로 모핵종의 반감기를 적용하여 방사능농도를 계산하 다. 

 1) 분석장비 

    ∙ 고순도 반도체검출기(HPGE, CANBERRA)

    ∙ 효율 40%(상대효율)

    ∙ Serial Number :  09047818

    ∙ 운용프로그램 : Genie-2000

       - Channel : 8192

       - Energy Range : 30KeV ~ 3.0MeV

       - FW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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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241(59.54KeV) 기준 : 1.022KeV 

            Co60(1332.50KeV) 기준 : 1.879KeV

       - Energy Tolerance : 0.75KeV

       - Uncertainty : 1σ

  2) 분석 Geometry : 55CB

  3) 분석시간 : 80,000sec로 분석을 수행(MDA 기준은 과기부고시 2004-17호)

방사선 조사 전 후 생약재의 미생물오염 비교

   방사선 조사 전 후의 미생물오염 및 품질 비교를 위하여 2차년도에는 장기보관 실험을 주

로 평가하 다. 방사선 조사 전 후의 미생물 오염도 비교는 직접 유통 한약재를 대상으로한 시

험과 인위적인 미생물 접종에 의한 inoculation test를 병행하여 실시하 다. 보존성 시험은 각 

한약재를 방사선 조사한 후 보존 기간 중의 일반세균 및 균류의 생장변화를 측정하 다. 

   Inoculation test를 위한 표준균주 S. typhumurium (KCCM 40253)과 E. coli (KCCM 

12119)는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

하 다. 각 표준균주를 37℃ 조건의 nutrient broth(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에서 

stationary phase 까지 진탕배양(200 rpm)한 다음 원심분리기(Vs-5500, Vision Scientific, Co., 

Seoul, Korea)에서 3회 원심분리(3,000 rpm for 10 min at 4℃)하여 이를 접종균으로 준비하

다. 세포의 washing solution은 멸균 식염수를 사용하 으며 각 시험균주의 접종농도는 10
3
 

CFU/g이 되게 하 다.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미생물의 수를 1/10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감마선 조사선량(D 

value)으로 나타내었다(6). 각 미생물군의 D 값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미생물의 사멸율을 

측정한 다음 log 선형방정식에서 기울기의 역수를 구하여 계산하 다. 

D =
radiation dose(kGy)

(log N0-log N)

 (N0 : 초기 미생물 수, N: 해당 조사선량에서의 생존 미생물 수)

한약재 중 미생물 한도시험 및 방사선조사 기준설정에 대한 타당성 제시

   생약의 미생물한도시험 관련 국내외 현황/자료 분석 및 유통한약재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한약재의 미생물 한도기준을 설정하 다.  

한약재의 방사선조사 관련 국내외 현황/자료와 방사선 조사 시험 결과를 기초로 한약재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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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조사 기준을 제시하 다. 

   한약재의 방사능 오염 관련 국내외 현황/자료와 방사선 조사 시험 결과를 기초로 한약재의 

잔류방사능 기준을 제시하 다. 

다. 연구개발 결과

일반세균 및 진균류에 대한 오염도 조사

   시료로 수집된 생약재를 분말화하여 멸균 식염수에 균질화한 다음, 이를 적량 희석하여 일

반 미생물분석 배지에 선택배지에 pour plating한 후 colony를 분리하는 selective culture 방법

으로 일반세균 및 진균류의 분포를 조사하 다. 표 1-19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05년 1차년도의 

일반세균 분포는 평균 10
6
 CFU/g, 최고 10

7
 CFU/g의 분포를 보 으나 2006년 시료는 평균 

10
5
 CFU/g, 최고 10

6
 CFU/g의 분포를 보 다. 2005년 1차년도의 곰팡이 분포는 평균 10

3
 

CFU/g, 최고 10
5
 CFU/g의 분포를 보 으나 2006년 시료는 평균 10

2
 CFU/g, 최고 10

4
 CFU/g

의 분포를 보 다. 

표 3-19 실험 시료의 일반미생물 분포 (log 기준)

2005년 (비포장) 2006년 (포장 규격품)

최대 평균 최대 평균

  일반세균 10
7

10
6

10
6

10
5

  곰팡이 105 103 104 102

1차년도 분석시료의 미생물 오염도는 표 3-20과 같았다. 

표 3-20. 1차년도 생약재 시료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일반 생약시장 유통 비포장 제품)

시료 구분
미생물 오염도

일반세균 곰팡이 대장균군

복분자
국산

수입 1.7×107 1.7×104 5.0×104

길경
국산 3.8×10

6
N.D. 3.0×10

4

수입 1.9×102 N.D. 2.0×101



88

시료 구분
미생물 오염도

일반세균 곰팡이 대장균군

숙지황
국산 N.D. N.D. N.D.

수입 N.D. N.D. N.D.

석창포
국산 1.5×105 N.D. 6.1×104

수입 9.7×10
4

2.9×10
2

1.4×10
2

감초
국산

수입 2.7×104 1.2×102 3.1×104

황금
국산

수입 9.0×102 N.D N.D

오미자
국산 4.0×101 N.D N.D

수입 7.0×101 N.D 3.0×101

오수유
국산

수입 1.3×103 N.D 8.1×102

천궁
국산 1.4×103 N.D 4.0×102

수입 5.5×102 N.D 1.9×102

갈근
국산 2.0×104 N.D 1.4×104

수입 2.3×103 N.D 2.0×103

당귀
국산 3.0×103 2.8×103 5.0×103

수입

작약
국산 3.0×102 N.D 1.3×102

수입 6.0×101 N.D 1.4×102

마황
국산

수입 4.0×104 7.5×101 6.0×104

계지
국산

수입 8.0×101 N.D 2.0×101

소엽
국산 3.5×105 8.4×102 7.0×104

수입 8.6×104 5.0×101 8.7×105

형개
국산 8.0×106 5.0×101 5.8×104

수입 3.2×104 1.0×101 2.7×104

강활
국산 2.2×104 N.D 2.7×104

수입 1.7×105 N.D 2.3×105

신이화
국산

수입 9.6×103 N.D 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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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구분
미생물 오염도

일반세균 곰팡이 대장균군

박하
국산 2.1×10

5
1.1×10

2
1.9×10

5

수입 3.6×10
3

8.0×10
1

4.9×10
3

상엽
국산 1.3×10

5
3.9×10

3
1.0×10

5

수입

국화
국산

수입 6.3×10
2

3.0×10
1

1.6×10
2

치자
국산 3.0×10

2
3.9×10

2
6.0×10

1

수입 7.3×10
2

N.D 3.5×10
2

하고초
국산 5.0×10

2
N.D 4.7×10

2

수입 7.1×10
4

6.0×10
1

8.5×10
4

황기
국산 8.0×10

2
1.4×10

3
1.2×10

2

수입 1.6×10
5

2.0×10
3

1.6×10
5

황련
국산

수입 N.D N.D N.D

황백
국산 2.0×10

1
N.D 5.0×10

1

수입 1.4×10
2

N.D 8.0×10
1

현삼
국산 9.0×10

1
N.D 3.5×10

3

수입 8.1×10
3

N.D 1.3×10
3

금은화
국산 2.0×10

1
N.D N.D

수입 8.6×10
2

N.D 2.9×10
2

포공
국산 1.7×10

4
4.4×10

3
6.5×10

3

수입 1.1×10
4

7.0×10
1

1.2×10
5

대황
국산 3.6×10

2
2.0×10

1
5.0×10

1

수입 N.D N.D N.D

상륙
국산 2.3×10

2
N.D N.D

수입

육계
국산

수입 N.D N.D N.D

위령선
국산

수입 2.6×10
2

1.9×10
1

2.2×10
3

택사
국산 5.6×10

2
3.0×10

1
5.0×10

1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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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구분
미생물 오염도

일반세균 곰팡이 대장균군

목과
국산 7.0×10

1
N.D N.D

수입 9.0×10
1

N.D N.D

오가피나무
국산 4.9×10

5
1.2×10

2
1.0×10

4

수입 5.3×10
5

N.D 3.0×10
2

상기생
국산 9.4×10

6
4.0×10

1
9.6×10

3

수입 1.9×10
5

3.0×10
1

2.4×10
5

진피
국산 3.5×10

3
1.4×10

3
2.8×10

3

수입 6.2×10
2

N.D 2.0×10
2

인진
국산 8.3×10

4
N.D 8.5×10

4

수입 6.2×10
4

1.9×10
3

6.1×10
5

상백피
국산 1.6×10

4
N.D 7.6×10

3

수입 1.4×10
4

N.D 1.2×10
4

지실
국산 1.5×10

5
N.D 2.7×10

4

수입 1.2×10
6

N.D 2.0×10
6

곽향
국산

수입 6.9×10
5

1.6×10
2

1.6×10
5

목향
국산

수입 7.0×10
1

N.D N.D

산사
국산 1.7×10

4
8.0×10

1
1.7×10

3

수입 2.5×10
2

3.0×10
5

5.0×10
1

맥문동
국산 2.4×10

5
3.9×10

5
5.7×10

5

수입 4.0×10
1

N.D 3.0×10
1

차전자
국산

수입 1.0×10
5

2.4×10
2

8.9×10
4

구기자
국산 3.1×10

5
3.1×10

2
2.2×10

4

수입 1.7×10
5

N.D 1.1×10
5

애엽
국산 2.0×10

6
2.6×10

4
3.5×10

6

수입 5.4×10
5

4.0×10
2

1.8×10
6

행인
국산

수입 9.6×10
3

8.9×10
4

7.0×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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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년도의 포장된 생약재를 시료로 한 실험결과 포장된 규격품이 일반 생약재보다 미생물 

분포가 10
1
 단위로 낮은 분포를 보여 포장 규격품의 유통방법이 상당 수준의 위생화 효과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같은 포장 제품이라도 생약재의 종류에 따른 미생물의 분포범위는 

곰팡이는 0∼10
4
까지, 일반세균은 0∼10

6
 까지의 범위로 제품별 편차가 큼을 알 수 있었다.  

  1차년도에 검사한 비포장 생약재의 미생물 오염도에 비하여 포장 생약재의 미생물 오염도가 

낮은 것은 생약재의 세척, 건조, 선별 등의 전처리 과정과 포장을 통하여 적어도 10
2
-10

3
 이상

의 미생물 감소를 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 

가열, 가스 살균, 약품 살균 등의 살균처리가 행하여졌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품질평

가와 관리가 요구되는 측면도 있다. 

  수입제품과 국내산 제품의 미생물 분포는 그림 3-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반세균과 곰팡이 

모두 수입산에 비하여 국내산이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각 제품별로 표준편차가 커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0

1

2

3

4

5

6

7

8

9

일반세균 곰팡이

lo
g
 C

F
U

/g

국내산

수입산

그림 3-3. 국내산 생약재와 수입산 생약재의 일반세균 및 곰팡이 분포 평가

  각 시료의 곰팡이 분리 배지 중 50∼100개 내외의 colony 도로 생성된 plate를 선택하여 

각 colony의 색, 외관 및 포자의 현미경적 관찰을 통하여 속단위의 잠정적 분류를 실시하 다. 

곰팡이의 형태학적인 동정시험은 시험배지에서의 생장 및 외형, conidiophore의 형태, conidia의 

형태와 크기 등을 비교하 다. 분석 결과, Penicillium 속의 곰팡이가 전체의 약 46%, 

Aspergillus가 35%로 분포하여 생약재의 가장 일반적인 곰팡이로 검출되었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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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icillium
46%

Aspergillus
35%

Mucor
6%

기타
13%

그림 3-4. Penicillium속 곰팡이의 포자형태 및 분리된 곰팡이류의 분류학적 분포

  2차년도 연구단계에서 검사된 생약재 시료의 일반세균과 곰팡이의 분포는 표 3-21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3-21. 2차년도 시료의 총세균 및 진균류의 서식분포 (포장 유통제품)

NO. 품명 원산지 시료구입처 총 세균(CFU/g) 총 곰팡이(CFU/g)

1 갈근
국산 - 2.3 × 104 ND

수입/중국 A사 4.0 × 104 1.0 × 103

2 감초
국산

수입/중국 A사 1.1 × 103 5.0 × 102

3 강활
국산 B사 2.1 × 104 4.0 × 102

수입

4 계지
국산

수입/중국 A사 3.1 × 104 ND

5 곽향
국산

수입/중국 A사 3.6 × 106 1.2 × 103

6 구기자
국산 A사 3.5 × 104 6.0 × 103

수입/중국 A사 4.8 × 104 7.5 × 103

7 감국
국산

수입 - 1.6 × 105 ND

8 금은화
국산

수입/북한 A사 9.0 × 103 ND

9 길경
국산 B사 1.1 × 106 1.0 × 103

수입/중국 C사 2.5 × 105 ND

10 당귀
국산 D사 5.7 × 104 9.0 × 102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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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황
국산 - 8.7 × 104 ND

수입/중국 A사 2.0 × 103 ND

12 마황

국산

수입/중국 A사 E사 1.5 × 104 3.0 × 102

13 맥문동
국산 - 1.6 × 104 5.0 × 102

수입/중국 A사 6.0 × 104 4.8 × 103

14 목과
국산 - 1.8 × 104 3.0 × 103

수입

15 목향
국산

수입/중국 A사 2.1 × 105 2.7 × 104

16 박하
국산 B사 8.8 × 104 ND

수입/중국 A사 2.2 × 107 2.1 × 105

17 복분자
국산

수입/북한 A사 1.5 × 106 4.2 × 105

18 산사
국산

수입/중국 A사 1.1 × 103 1.2 × 103

19 상기생
국산

수입/중국 A사 3.5 × 104 ND

20 상륙
국산

수입/중국 A사 1.2 × 104 ND

21 상백피
국산

수입/중국 A사 6.2 × 107 5.3 × 104

22 상엽
국산

수입 - 7.1 × 107 2.3 × 103

23 생지황
국산 - 1.1 × 108 3.7 × 105

수입

24 석창포
국산

수입/중국 A사 6.5 × 105 6.2 × 103

25 소엽
국산 A사 2.2 × 105 1.5 × 104

수입/중국 A사 2.8 × 106 6.0 × 104

26 숙지황
국산 F사 9.0 × 104 ND

수입/중국 G사 1.1 × 104 ND

27 신이화
국산

수입/중국 A사 8.8 × 103 2.8 × 103

28 애엽
국산 A사 2.8 × 105 9.8 × 104

수입/중국 A사 1.3 × 106 1.1 × 105

29 오가피나무
국산 A사 2.3 × 106 3.3 × 103

수입/중국 A사 4.0 × 105 4.4 × 103

30 오미자
국산

수입/중국 A사 3.8 × 103 ND

31 오수유
국산

수입/중국 A사 5.5 × 106 1.2 × 105

32 위령선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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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란은 시료가 미확보된 생약재임

※ ND (Not detected in this study, 검출한도는 <10
1
/g 이하임)

수입/중국 A사 5.2 × 106 ND

33 육계
국산

수입/베트남 A사 2.6 × 104 6.2 × 103

34 인진
국산 A사 6.8 × 104 5.1 × 103

수입

35 작약
국산 - 5.7 × 104 4.5 × 103

수입

36 지실
국산 - 2.1 × 104 ND

수입

37 진피
국산

수입 - 1.2 × 104 3.0 × 102

38 차전자
국산

수입/중국 A사 1.5 × 105 2.5 × 104

39 천궁
국산 7.6 × 103 4.7 × 103

수입/중국 A사 2.3 × 104 1.2 × 103

40 치자
국산 - 5.4 × 104 ND

수입

41 택사
국산 - 7.2 × 103 6.0 × 102

수입

42 포공영
국산 A사 4.8 × 105 1.5 × 104

수입

43 하고초
국산

수입 - 5.1 × 107 1.1 × 105

44 행인
국산

수입/중국 A사 2.5 × 104 5.0 × 103

45 현삼
국산

수입/중국 A사 5.3 × 103 7.0 × 102

46 형개
국산

수입 - 1.3 × 106 1.2 × 105

47 황금
국산

수입/중국 A사 1.0 × 103 ND

48 황기
국산

수입/중국 A사 4.6 × 103 ND

49 황련
국산

수입/중국 A사 5.5 × 106 ND

50 황백
국산

수입/중국 A사 4.6 × 103 5.0 ×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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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성 미생물 및 곰팡이독에 대한 오염도 조사

  대장균군, Salmonella, Staphylococcus는 일반식품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병원성 미생

물의 판정요소로서 거의 모든 식품은 상기 미생물의 시험기준을 불검출(음성)로 규정하고 있으

므로 생약재에 대한 미생물 기준 설정을 설정할 경우에도 이들 미생물은 불검출로 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과제에서 사용된 생약재 시료에 대하여 대장균군, Salmonella, 

Staphylococcus의  검출여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 다. 

  검체로 사용된 전체 61개 시료 중 대장균군은 14개 시료(23%)에서, Salmonella는 4개 시료

(7%)에서, Staphylococcus는 2개 시료(3%)에서 검출되었다 (그림 3-5). 

검출

23%

불검출

77%

검출

7%

불검출

93%
불검출

97%

검출

3%

               대장균군                  Salmonella               Staphylococcus

그림 3-5. 분석 시료 중 병원성 지표 미생물군의 검출 비율

  여러 선행 연구결과를 참고하여볼 때 생약재에서 검출된 병원성 미생물군은 대부분 토양 및 

환경에서 유래한 자연미생물일 것으로 예측되나 작업자를 통한 진성 병원성 미생물의 오염 가

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생약재의 미생물 규격 설정에 이들 미생물군에 대한 규격 

설정이 필수적일 것으로 사료되었다. 

  Kit를 이용한 곰팡이독 정성분석 실험결과, 전체 시료 중 4개 시료에서 곰팡이독 aflatoxin 

(3종)과 ochlatoxin(생지황 1종)이 검출되었다. 곰팡이독의 생성은 곰팡이의 서식 도보다는 식

품의 조성 및 서식환경(특히, 온도와 습도)에 의하여 향을 받으며 일단 생성된 곰팡이독은 

열에 안정하므로 경구섭취에 따른 식성병해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사된 생약재의 병원성미생물과 곰팡이독의 분포는 표 3-22에 나타낸 바와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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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2차년도 시료의 병원성 미생물 및 곰팡이독 검출여부 

NO. 품명 원산지 시료구입처 대장균군 Salmonella Staphylococcus mycotoxin

1 갈근
국산 - - - - -

수입/중국 A사 - - - -

2 감초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3 강활
국산 B사 + - - -

수입

4 계지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5 곽향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6 구기자
국산 A사 + - - -

수입/중국 A사 - - - -

7 감국
국산

수입 - - - - -

8 금은화
국산

수입/북한 A사 - - - -

9 길경
국산 B사 + + - -

수입/중국 C사 + - - -

10 당귀
국산 D사 - - - -

수입

11 대황
국산 - - - - -

수입/중국 A사 - - - -

12 마황

국산

수입/중국 A사 E사 - - - -

13 맥문동
국산 - - - - -

수입/중국 A사 - - - -

14 목과
국산 - - - - -

수입

15 목향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16 박하
국산 B사 - - - -

수입/중국 A사 + + - +

17 복분자
국산

수입/북한 A사 + - - -

18 산사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19 상기생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20 상륙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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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백피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22 상엽
국산

수입 - + - - -

23 생지황
국산 - + + + +

수입

24 석창포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25 소엽
국산 A사 - - - -

수입/중국 A사 - - - -

26 숙지황
국산 F사 - - - -

수입/중국 G사 - - - -

27 신이화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28 애엽
국산 A사 - - - +

수입/중국 A사 - - - -

29 오가피나무
국산 A사 + + - -

수입/중국 A사 - - - -

30 오미자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31 오수유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32 위령선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33 육계
국산

수입/베트남 A사 - - - -

34 인진
국산 A사 - - - -

수입

35 작약
국산 - - - - -

수입

36 지실
국산 - - - - -

수입

37 진피
국산

수입 - - - - -

38 차전자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39 천궁
국산 - - - -

수입/중국 A사 - - - -

40 치자
국산 - - - - -

수입

41 택사
국산 - - - - -

수입

42 포공영
국산 A사 - - -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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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고초
국산

수입 - + + - -

44 행인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45 현삼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46 형개
국산

수입 - + - + +

47 황금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48 황기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49 황련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50 황백
국산

수입/중국 A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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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lassification PSL 분석

상엽
국산 360.0±131.5 (-)

수입

국화
국산

수입 482.0±99.0 (-)

치자
국산 405.0±50.9 (-)

수입 248.0±91.9 (-)

하고초
국산 488.5±246.8 (-)

수입 1687.5±166.2 (±)

황기
국산 200.0±185.3 (-)

수입 256.0±82.0 (-)

황련
국산

수입 247.5±4.9 (-)

황백
국산 421.0±83.4 (-)

수입 335.5±275.1 (-)

현삼
국산 436.0±15.6 (-)

수입 441.0±207.9 (-)

금은화
국산 287.0±18.4 (-)

수입 1315.5±68.6 (±)

포공
국산 450.0±67.9 (-)

수입 1861.5±79.9 (±)

대황
국산 439.0±7.1 (-)

수입 292.5±146.4 (-)

상륙
국산 273.0±172.5 (-)

수입

육계
국산

수입 157.0±55.2 (-)

위령선
국산

수입 942.5±169.0 (±)

택사
국산 336.5±210.0 (-)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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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lassification PSL 분석

목과
국산 233.5±74.2 (-)

수입 117.5±27.6 (-)

오가피나무
국산 401.0±41.0 (-)

수입 396.5±364.2 (-)

상기생
국산 498.5±62.9 (-)

수입 583.0±131.5 (-)

진피
국산 281.5±125.2 (-)

수입 345.0±114.6 (-)

인진
국산 388.0±15.6 (-)

수입 344.5±160.5 (-)

상백피
국산 226.0±18.4 (-)

수입 117.5±161.9 (-)

지실
국산 304.5±251.0 (-)

수입 262.5±53.0 (-)

곽향
국산

수입 402.0±247.5 (-)

목향
국산

수입 483.5±208.6 (-)

산사
국산 441.0±67.9 (-)

수입 385.5±24.7 (-)

맥문동
국산 456.5±259.5 (-)

수입 410.5±50.2 (-)

차전자
국산

수입 308.0±144.2 (-)

구기자
국산 402.0±72.1 (-)

수입 477.5±60.1 (-)

애엽
국산 434.0±50.9 (-)

수입 343.0±31.1 (-)

행인
국산

수입 320.0±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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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4에 나타낸 바와 같이, 2차년도 시료 가운데 방사선 조사가 확인된 시료는 금은화, 상

륙, 황금의 세 가지로서 전체 시료중 약 5%를 차지하 으며 이들 시료는 모두 수입 한약재

다. 오가피, 하고초, 계지는 PSL에서는 의심 소견을 나타내었으나 TL, ESR 시험에서는 음성으

로 최종 확인되었다. 이에 비하여 수입산 상륙의 경우에는 PSL에서는 의심 소견만을 나타내었

으나 TL, ESR 시험에서는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Table 3-24. 2차년도 시료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

NO. 품명 원산지 시료구입처 PSL TL ESR

1 갈근
국산 - - - -

수입/중국 A사 - - -

2 감초
국산

수입/중국 A사 - - -

3 강활
국산 B사 - - -

수입

4 계지
국산

수입/중국 A사 ± - -

5 곽향
국산

수입/중국 A사 - - -

6 구기자
국산 A사 - - -

수입/중국 A사 - - -

7 감국
국산

수입 - - - -

8 금은화
국산

수입/북한 A사 + + +

9 길경
국산 B사 - - -

수입/중국 C사 - - -

10 당귀
국산 D사 - - -

수입

11 대황
국산 - - - -

수입/중국 A사 - - -

12 마황

국산

수입/중국 A사 E사 - - -

13 맥문동
국산 - - - -

수입/중국 A사 - - -

14 목과
국산 - - - -

수입

15 목향 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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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중국 A사 - - -

16 박하
국산 B사 - - -

수입/중국 A사 - - -

17 복분자
국산

수입/북한 A사 - - -

18 산사
국산

수입/중국 A사 - - -

19 상기생
국산

수입/중국 A사 - - -

20 상륙
국산

수입/중국 A사 ± + +

21 상백피
국산

수입/중국 A사 - - -

22 상엽
국산

수입 - - - -

23 생지황
국산 - - - -

수입

24 석창포
국산

수입/중국 A사 - - -

25 소엽
국산 A사 - - -

수입/중국 A사 - - -

26 숙지황
국산 F사 - - -

수입/중국 G사 - - -

27 신이화
국산

수입/중국 A사 - - -

28 애엽
국산 A사 - - -

수입/중국 A사 - - -

29 오가피나무
국산 A사 - - -

수입/중국 A사 ± - -

30 오미자
국산

수입/중국 A사 - - -

31 오수유
국산

수입/중국 A사 - - -

32 위령선
국산

수입/중국 A사 - - -

33 육계
국산

수입/베트남 A사 - - -

34 인진
국산 A사 - - -

수입

35 작약
국산 - - - -

수입

36 지실
국산 - - - -

수입

37 진피
국산

수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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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란은 시료가 미확보된 생약재임

※ ND (Not detected, 검출한도는 <10
1
/g 이하임)

  생약재는 spice, herb, 건조채소와 비슷한 품질특성을 가지므로 이들 식품에 일반적으로 적용

되고 있는 물리적 검지방법이 가장 적합하다. 그러나 rapid screen 방법인 PSL 법은 방사선을 

조사한 후 시료를 햇빛에 노출시키거나 장기간 보존할 경우, 검지결과에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

이 있으므로 다른 물리적 검지법 및 미생물 시험 결과를 병행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PSL 분석 결과 의심소견이 있는 시료는 TL 및 ESR 시험을 실시하며, 아울러 시료의 미

생물 분석 결과 미생물의 도가 평균보다 낮은 시료는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시료에 대해서도 TL 및 ESR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3-25) 

38 차전자
국산

수입/중국 A사 - - -

39 천궁
국산 - - -

수입/중국 A사 - - -

40 치자
국산 - - - -

수입

41 택사
국산 - - - -

수입

42 포공
국산 A사 - - -

수입

43 하고초
국산

수입 - ± - -

44 행인
국산

수입/중국 A사 - - -

45 현삼
국산

수입/중국 A사 - - -

46 형개
국산

수입 - - - -

47 황금
국산

수입/중국 A사 + + +

48 황기
국산

수입/중국 A사 - - -

49 황련
국산

수입/중국 A사 - - -

50 황백
국산

수입/중국 A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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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방사선 조사여부 판정기준 예시

예비시험 확정시험 판정

PSL photon count 2,000 이상 필요 없음 방사선 조사 시료로 판정

PSL photon count 500-2,000
TL, ESR (positive)

TL, ESR (negative)

방사선 조사 시료로 판정

방사선 비조사 시료로 판정

PSL photon count 500 이하

일반미생물 평균이상 검출
필요없음 방사선 비조사 시료로 판정

PSL photon count 500 이하

일반미생물 불검출

TL, ESR (positive)

TL, ESR (negative)

방사선 조사 시료로 판정

방사선 비조사 시료로 판정

방사선 조사 전 후의 미생물오염 및 품질 비교

  유통 한약재를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Salmonella는 1 kGy에서, 대부분의 곰

팡이 포자는 3 kGy의 선량에서 사멸되었다. 그러나 Bacillus로 추정되는 일부 미생물은 5 kGy

에서도 생존한 시험결과를 확보하 다. 각 미생물 group의 추정 D10 값은 Salmonella 0.35 

kGy, 곰팡이 포자 0.58 kGy, 일반세균 1.82 kGy로 계산되었다. 이와 같은 방사선 살균 경향은 

모든 생약재 시료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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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생약재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의 사멸효과

  생약재에 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30℃에 12개월간 보관하면서 보존기간에 따른 미생물의 생

장 변화를 살펴보았다. 방사선 살균 후 보존 실험은 일반세균의 오염도가 10
6
 CFU/g 이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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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 길경, 박하, 복분자, 상백피, 상엽, 생지황, 소엽, 애엽, 오가피, 오수유, 위령선, 하고초, 황

련, 형개 등 15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하 다. 방사선 조사 후 미생물의 변화는 대부분의 시료

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대표적인 예로 소엽의 실험결과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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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lmonella                                     E. coli

그림 3-7. 방사선 조사 후 12개월간 보존한 한약재(소엽)의 미생물 변화

  생약재에 오염된 일반호기성세균과 곰팡이는 살균처리가 없을 경우 초기의 미생물 도를 

계속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일반 호기성세균의 대부분이 endospore를 생성하는 

Bacillus이고 곰팡이는 포자로 구성되어 있는 생약재 고유의 microflora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

었다. 한편, 이러한 포자들은 상압가열(100℃)에서도 내성을 가지므로 열수추출의 일반적인 생

약재 가공과정에서 생존하여 부패를 일으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사료되었다.

  시료에 인위적으로 접종한 Salmonella와 E. coli는 자연 상태에서도 보존기간동안 각각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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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
 단위의 감소를 보여주었으나 감소율로 보아 일단 생약재에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유통과

정에서도 생존하여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생약재는 대부분 가열과정을 거쳐 그 추출액을 사용하게 되고 Salmonella와 E. coli 등

의 장내세균군은 열에 의하여 쉽게 사멸되므로 일반 농산물 수준의 관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가공과정에서의 교차오염 (cross contamination) 또는 이미 생성된 독소에 

의한 식성병해를 유발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식품, 의약품에 준하는 품질관리 측면에서는 검출

되지 않아야하는 대상 미생물이므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된다. 

  방사선을 조사한 생약재에서 일반호기성세균은 10 kGy에서도 완전살균이 어려웠으나 유의

적인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비교적 오염도가 높은 시료에서도 5 kGy 방사선 조사시 10
2
 CFU/g 

이하의 미생물 관리가 가능하 다.

  곰팡이의 경우 3 kGy에서 10 CFU/g 이하의 미생물 관리가 가능하 으며 5 kGy에서는 곰

팡이가 검출되지 않았다.

  Salmonella와 E. coli는 초기 오염도 10
3
 CFU/g 이상의 인위적 조건에서도 3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완전히 제거되어 보존기간동안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한약재의 위생화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할 경우 그 허용선

량은 제어대상인 각 미생물 group의 방사선 저항성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일반세균의 경우는 10 kGy에서도 제어가 어려우므로 음성(불검출)으로 기준을 

설정하기는 어려우며, 곰팡이와 병원성 세균 음성으로 기준을 정할경우에는 최소한 5 kGy의 

선량을, 병원성 미생물만을 음성으로 규정할 경우에는 3 kGy의 선량을 기준 선량으로 설정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생약재의 잔류방사능 평가

  2차년도 시료의 잔류방사능 측정을 위하여 23종의 시료에 대하여 인공핵종인 Cs-137과 천연

핵종인 K-40, Tl-208, Bi-212, Bi-214, Pb-212, Ac-228, Th-228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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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6. 생약재의 감마핵종 잔류분석 결과 비교

번호 시료명

검 출 핵 종(Bq/kg-dry)

인공핵종 천연 핵종

Cs-137 K-40 Tl-208 Bi-212 Bi-214 Pb-212 Ac-228 Th-228

1 오미자(국산) - 407±17.4 - - - - - -

2 감초(수입) - 189±14.9 - - - - - -

3 지실(국산) - 588±22.3 - - - - 4.19±0.589 -

4 상륙(국산) - 1485±52.9 2.03±0.426 10.1±1.78 - 4.16±0.754 5.10±1.15 47.6±10.3

5 천국(국산) - 420±16.8 - 5.02±1.07 - - - -

6 황련 - 126±9.05 - - - - - -

7 황백 - 593±7.56 - - - - - -

8 위령선 - 81.8±9.77 - - - - - -

9 계지(수입) - 40.3±11.9 - - - 3.71±1.02 9.57±1.22 -

10 박하(국산) - 892±35.6 - - - - - -

11 치자(국산) - 479±19.1 - 5.15±1.20 - - - -

12 현삼 - 371±15.9 - 4.43±1.21 - - 4.83±0.756 49.6±8.11

13 황금 - 308±14.1 - 6.77±1.24 - - 4.76±0.757 -

14 황기 - 226±17.7 - 8.67±2.44 - - - -

15 갈근(국산) - 270±14.2 - 8.70±1.66 - - - -

16 상기생 1.68±0.227 648±25.5 - 5.54±1.51 - - - -

17 택사(국산) - 328±15.2 - - - - - -

18 길경(수입) - 274±13.3 - - - - - -

19 신이화 - 264±18.0 - 13.3±2.50 - - - -

20 강국(수입) - 650±39.2 - - - - - -

21 금은화(수입) - 703±30.9 - - - - - -

22 대황(중국) - 143±8.35 - - - - - -

23 대황(국산) - 266±12.0 - - - - 3.59±0.539 -

  표 3-26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 분석된 생약재의 잔류 방사능은 일반식품(K-40 

기준 20-600 Bq/kg)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검사된 생약재의 K-40은 40-1500 

Bq/kg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식품 중 방사능 잠정허용기준치는 Cs-137 기준으로 370 Bq/kg 이하로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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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천연핵종에 대한 기준은 없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생약재는 Cs-137을 기준으로 할 때 

모두 기준 이하 또는 MDA(minimally detectable activity) 이하로써 잔류방사능 관점에서 안전

함이 확인되었다. 검사된 한약재 모든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검출된 핵종은 천연 방사성 핵종인 

K-40이었으며. Tl-208, Bi-212, Bi-214, Pb-212, Ac-228, Th-228 등은 각 시료에 따라 MDA 

이하로 검출 되는 경우가 많았다. 한약재의 잔류방사능 기준은 식품공전의 식품 및 농산물 기

준을 도입하여 Cs-134와 Cs-137의 합으로 370 Bq/kg 이하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비교가 가능한 수준의 잔류방사능이 확인된 K-40에 대하여 잔류방사능 표준물

질로서의 천연 방사성핵종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라. 고찰 및 결론 

  한약재의 미생물 분포 조사결과, 현재 국내에서 유통 중인 국내산 및 수입산 한약재 모두 미

생물학적 품질관리가 필요한 수준의 오염도를 나타내었다. 포장된 규격품의 경우 일반 유통제

품에 비하여 1/10 - 1/100 수준의 낮은 미생물 분포를 나타내었으나 이 결과 또한 일반식품 

규격에 비하여 높은 수준임을 확인하 다. 

  평균 10% 이하이기는 하지만 한약재 중 일부에서 병원성미생물 및 곰팡이독이 검출되었다. 

병원성 미생물은 한약 가공 공정에서 교차오염의 오염원이 될 수 있고 곰팡이독은 가열처리에

도 잔존하여 식성병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약재의 미생물 한도기준에서 반드시 불

검출로 관리되어야 한다. 

  한약재의 미생물한도 규정과 방사선조사 허용은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즉, 한약재의 

미생물 규격을 설정하게 되면 이를 충족할 적합한 살균방법이 없는 현실에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 한도 규정은 처리 대상 제품의 

microflora와 적용 가능한 살균방법에 대한 상관관계가 면 히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방사선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추천한 한약재의 미생물규격과 방사선

조사 허용기준은 아래의 표 3-27과 같으며 가장 바람직한 수준으로 제2안을 권고한다.

  한약재의 미생물 오염원은 대부분 생약재의 재배과정에서 유래한 토양미생물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병원성 미생물이 가공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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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한약재의 미생물규격 설정 조건에 따른 방사선조사 허용기준

미생물 규격
방사선 조사 

허용선량

1
곤충, 기생충, 충란 등 유기검역체 불검출 (이하 모든 규격에 공통)

대장균, Salmonella 등 병원성미생물 및 곰팡이독 불검출 (필수사항)
1 kGy

2

대장균, Salmonella 등 병원성미생물 및 곰팡이독 불검출 (필수사항)

곰팡이 포자 10 CFU/g 이하

일반세균 105 CFU/g 이하 또는 미설정

3 kGy

3

대장균, Salmonella 등 병원성미생물 및 곰팡이독 불검출 (필수사항)

곰팡이 포자 불검출

일반세균 103 CFU/g 이하

5 kGy

4

대장균, Salmonella 등 병원성미생물 및 곰팡이독 불검출 (필수사항)

곰팡이 포자 불검출

일반세균 101 CFU/g 이하

10 kGy

  현재 유통 중인 한약재의 5-10%(수입한약재의 약 15%)에서 방사선 조사가 실시되었다는 검

지시험 결과를 확보하 다. 방사선을 조산한 것으로 확인된 한약재는 모두 수입산이었으며 국

내산은 아직 방사선 조사된 한약재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3-28. 방사선 조사여부 판정기준 예시

예비시험 확정시험 판정

PSL photon count 2,000 이상 필요 없음 방사선 조사 시료로 판정

PSL photon count 500-2,000
TL, ESR (positive)

TL, ESR (negative)

방사선 조사 시료로 판정

방사선 비조사 시료로 판정

PSL photon count 500 이하

일반미생물 평균이상 검출
필요없음 방사선 비조사 시료로 판정

PSL photon count 500 이하

일반미생물 불검출

TL, ESR (positive)

TL, ESR (negative)

방사선 조사 시료로 판정

방사선 비조사 시료로 판정

  방사선 조사를 허용할 경우, 품질관리를 위한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시스템의 확립이 필수적

이다. 본 연구의 연구목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유통 한약재의 방사선 조사 여부 모니터

링을 통하여 잠정적으로 제안된 검지 시스템은 물리적 검지방법의 단계적 적용이다. 아래에 위

의 표  3-28에 제시되었던 방사선 조사 여부 판정기준 예시를 다시 기재한다. 

  현재 중국에는 300 기 이상의 방사선 조사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국내 한약재에 대한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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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을 설정할 경우 국내로 수입되는 한약재의 50% 이상은 방사선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한약재 규격기준 설정에서 방사선 조사 허용 여부와 상관없이 수

입한약재의 품질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방사선 조사 한약재의 품질관리에서는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정하는 검지시스템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초적인 정성분석에 대한 소정의 결과를 제시하 으나 방사선 

조사 제품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검지특성을 나타내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특성상 한약재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검지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을 경우, 국민의 질책 및 

국제적 무역 분쟁 발생의 소지가 크다. 식약청 신종유해물질팀에서 주관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

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 확립 및 표준화 연구과제와 연계가 가능하다.

8. 감마선 조사 공정설정

   산업적인 방사선 조사 공정을 방사선 조사 서비스 업체와 공동으로 추진하여 시행중에 있

다. 아래에 작업표준의 개요를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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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멸균 공정 절차와 작업표준서

Procedure of Gamma Sterilization Processing & Standard Sheet 

I.  멸균 시설 및 장비(Sterilization Facilities and Equipments)

1. 그린피아의 감마선 멸균 계약시설은 카나다 원자력공사(AECL)에 의해 설계되어 설치된 

자동 팔렛트 조사기(Model: IR-149)로서 코발트-60에서 방출되는 감마선원이 장착되어 있

다. 코발트 선원은 두 개의 장착 판넬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판넬에는 서로 다른 량의 코

발트-60이 장착되어 멸균에 필요한 일정한 감마선을 방출한다.(첨부 1) 

2. 각 패널 또는 렉은 높이 2미터이며 폭 2.42미터이다. 캐리어의 높이가 4미터이고 코발트

-60 선원에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멸균하려는 제품은 각 캐리어의 상단과 하단에 수직적

으로 이동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단에서 상단으로 상단에서 하단으로 이동하여야 선량 

흡수량이 일정하게 보증되는 것이다.

3. 조사기는 34개의 캐리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캐리어가 조사실로 들어오면 조사실에 

있는 다른 캐리어는 미리 설정된 회전시간(Set cycle time)에 따라 연속적으로 이동한다.

4. 23개의 캐리어는 1,100평방피트의 조사실내에 항상 있게 된다. 나머지 캐리어는 35,500평

방피트의 공정작업실에 조사완료공정과 조사대기공정으로 나뉘어 있게 된다. 

5. 각 캐리어는 두 개의 동일한 크기로 나누어져 있으며, 하나의 내부 크기는 65cm × 120 

cm × 180 cm이다.

II. 멸균 방법(Method)

1. 멸균선량 설정(Selection of Sterilization Dose)

1) 제품의 오염도(bioburden)를 결정하기 위하여 3로트에서 10개씩 총 30개의 샘플을 취한다. 

ISO 11737-1에 있는 방법에 의해 평균 오염도를 결정한다. 

2) 검증선량은 ISO 11137-2에서 정해진 VDmax 25 검증선량 설정 공식에 의해 선량을 결정

하고 10개의 샘플에 대하여 결정된 검증선량을 조사하여 무균성 시험(Test of sterility)을 

실행한다.

3) 검증 시험 절차가 양성관 1개 이하로 합격되면, 멸균선량은 25 kGy로 확증되는 기준에 

따라 정규 멸균선량을 25 kGy로 멸균선량을 설정하여 사용한다.

4) ISO기준에 명시된 바와 같이 수탁업체인 멸균업자는 멸균선량 조사에 대한 보증 책임이 

있으며, 제품 무균보증수준(SAL)은 제조(의뢰)자에게 있기 때문에 제조(의뢰)자는 설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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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멸균선량이 무균을 유효하게 되도록 오염도 관리와 멸균선량 감사(Dose audit)를 실시

하여야 한다.

5) 제조(의뢰)자가 제품의 무균 책임을 지고 별도의 견본시험을 거쳐 멸균선량을 결정할 때

에는 견본시험에 대한 충분한 상호 협의하에 시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단, 의료용품이 아

닌 경우 멸균품질 요구수준에 따라 견본 실험후 무균되는 멸균선량을 정하는 간단한 절차

를 통해 적용할 수 있다. 

2. 멸균 공정 순서(Sterilization Processing)

1) 모든 상하단에는 65 cm × 120 cm × 180 cm의 “공정 파렛트“로 채워지게 된다. 의뢰된 

고객의 제품은 공정 파렛트에 적재된 다음 캐리어의 상단에 올려지게 된다.

2) 각 캐리어에는 동일 제품 또는 동일 선량의 제품이 적재되어야만 한다. 즉, 해당 캐리어에

제품이 채워져서 감마선처리 계획에 따라 그 캐리어의 상단에 분할 적재되게 된다.

3) 캐리어의 1/2인 상단에 제품이 채워진 캐리어는 제품의 도에 따라 미리 설정되는 회전

시간(Set cycle time)에 맞춰 순차적으로 조사실로 들어가게 된다.  

4) 회전시간 중간에서 적재된 캐리어가 조사실로 부터 나와 있게 되면 캐리어 상단에 있는 

제품은 캐리어 하단으로 이동하게 된다.

5) 제품이 수직적으로 이동된 후에 그 캐리어는 다시 조사실로 들어가게 되고, 요구되는 최

소흡수선량이 맞을 때까지 Co-60의 감마선을 쬐이게 된 후 출고대기지역으로 이동하여 출

하된다.

III. 멸균 유효성 확인(Sterilization Validation) 

1. 감마선 멸균 공정의 증명 (Certificate of Gamma Processing) 

  상기의 조사공정은 의뢰제품이 의뢰절차에 따라 입고증이 발급되어 공정 팔렛트에 적재된 

후 감마선 멸균 유효성 확인 절차서(GQP-012-001)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량별로 조사되어 

표준운용절차에 따른 선량보증절차로 처리됨을 증명하기 위해 조사확인서(Irradiation 

certificates)를 발급하여 출하된다.(첨부 2)

2. 선량범위 결정 (Range of Dose)

멸균의뢰업체는 해당 제품의 로트 생산량과 제품의 오염도에 따라 최소선량을 정하는 기준

인 ISO 11137 절차서를 선택하여 최소 25 kGy 멸균선량을 정하여야 처리한다. 최대선량에

서는 포장재질과 용구의 재질에 대한 열화정도를 기준으로 최대 허용 선량을 40 kGy로  

적용한다. 최대선량을 결정하기 위한 재질요소들은 ISO11137 : 1995 기준 첨부자료(Annex 

A)를 근거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근거를 벗어난 재질을 도입하 을 경우 견본시험을 

통한 의뢰업체의 열화시험이나 오염도 성적을 근거로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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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멸균 판정 기준 

1. 정규 선량 측정(Routine Dosimetry)

  그린피아는 조사처리시 적재된 제품의 최소선량 부위와 최대선량 부위에 총 2 개의 선량 

부착하거나 특정 부위의 선량과 선량 분포지도에서 나타난 상관관계를 이용한 특정 부위 

모니터링 법을 통해 매 처리마다 선량 측정을 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에 따라 최소 및 최대

선량 부위에 선량의 측정값은 25 kGy - 40 kGy 범위가 적합기준이며, 기록은 유지 되어

야 한다. 

2. 감마 인디게이타(Gamma Indicator) 

  의뢰업체 또는 그린피아에서는 감마선 변색 인디케이타(Radiation Colour Indicator, Dots)

를 제품의 외부 또는 내부에 부착하여 제품이 감마선 멸균 공정처리가 되었다는 것을 보증

하도록 한다. (포장 박스의 조사스티카용 인디케이터 색깔 변색 : 황색 -> 적색) 

3. 생물학적 인디게이타(Biological Indicator) 

  일반적으로 다른 멸균방법에서 멸균 판정기준으로 사용되는 생물학적 인디케이터

(Biological Indicator)의 사용은 ISO 11137에서 권고된 기준에 따라 적용하지 않으며, 통상

적으로 멸균선량 출하(Dose release) 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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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감마선 멸균을 위한 감마선 조사 시스템(Gamma irradiation system)

장  비  명(Name)  : Automatic Pallet Irradiator System
모  델  명(Model)  : JS 8900
[성 능(Specification)]

Carrier dimension 1200×650×2000 mm

Loading pallet dimension 1150×630×1750 mm

Carrier Material Aluminium

Carrier number 101 - 134

Production capacity  50 - 100 Ton/day

Carrier control Time relay & Air piston

Irradiator capacity 5,000 kCi

Irradiated dose rate Absorbed dose 1 kGy/hr

Sample container #101, #118

Irradiated dose tolerance ± 10 %

Dosimetry system Harwell Red / Amber Perspex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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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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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위생미생물의 방사선 향평가 및 활용

1. 발효식품에 분포하는 내염성 미생물의 염도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 평가

   

  발효 미생물은 같은 종이라도 염도에 따라 감마선 감수성이 달라지므로 산업적 적용 시 이

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Phichia subpeliculosa, Leuconostoc mesenteroides, Pediococcus 

halophilus 모두 배양액의 염도가 높아질수록 감마선 저항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로 고염 발효 

미생물의 감마선 저항성은 조사 시점의 환경보다 미생물의 생장환경에 의하여 결정됨을 확인

하 다. 

Table 3-29. The maximum cell numbers and generation time (g) of Pichia subpelliculosa, 

Leuconostoc mesenteroides and Pediococcus halophilus cultivated in a different salinity

1
g (generation time) is the time (hr) required for doubling.

a-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Strains
Culture condition (% salinity in 3% soytone broth)

0.0 2.5 5.0 7.5 10.0

Cell numbers (cfu/mL)

P. subpelliculosa 6.5×10
8
a 6.2×10

8
a 2.0×10

8
b 9.1×10

7
c 1.2×10

7
d

L. mesenteroides 3.2×10
8
a 2.5×10

8
a 2.6×10

8
a 6.4×10

5
b 5.7×10

4
c

Ped. halophilus 2.3×10
8
a 1.1×10

8
ab 8.4×10

7
b 4.8×10

7
c 2.2×10

7
d

g (hr)
1

P. subpelliculosa 1.47d 1.44d 2.28c 3.03b 4.12a

L. mesenteroides 1.25d 1.30d 2.65c 5.85b 7.26a

Ped. halophilus 1.14d 1.21d 2.33c 3.54b 3.9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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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0. The radio-sensitivities (D values) of test microbes cultivated in a soytone 

broth with a different salinity and the shift effect to distilled water and 10% saline

                                                                          (Unit: kGy)

1 
The initial cell number of each sample was approximately 10

6
 cfu/mL.

2
 The cultures were transferred to the culture conditions, distilled water and10% saline, and 

then irradiated.
a-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x-z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2. Microarray 기법을 이용한 병원균 Salmonella typhimurium의 감마선 조사 향 연구

   방사선에 대한 미생물의 특이적인 변화와 생존한 병원성 미생물의 안정성을 전사수준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 전후의 Salmonella에서 total RNA를 분리한 후 이를 high 

throughput system (HTS)인 microarray로 분석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발현이 유도된

다고 알려진 DNA repair system과 더불어 superoxide dismutase, chaperone 단백질 등의 발

현이 유도되었으며 특이하게도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ystem의 발현이 유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system은 미생물의 aerotaxis에 관련된 유전자들로, primer extension으

로 이 유전자의 promoter를 규명하 으며 방사선에 의하여 특이적으로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이후 radiogenic therapy 기반 기술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다. Salmonella의 주

Microbes
Conditions of

radiation
2

Culture condition (% salinity in 3% soytone broth)
 1

0.0 2.5 5.0 7.5 10.0

Pichia 
subpelliculosa

Cultured 
condition 0.30 cy 0.34 bcy 0.38 bcx 0.41 by 0.55 ax

Distilled water 0.30 cy 0.35 bcy 0.41 bx 0.42 aby 0.48 ay

10% saline 0.34 dx 0.42 cx 0.40 cx 0.47 bx 0.55 ax

Leuconostoc 
mesenteroides

Cultured 
condition 0.21dx 0.23dx 0.47cx 0.66bx 0.84ax

Distilled water 0.21cx 0.22cx 0.35by 0.40by 0.61ay

10% saline 0.22dx 0.21dx 0.44cx 0.67cx 0.84ax

Pediococcus 
halophilus

Cultured 
condition 0.47cy 0.45cy 0.46cy 0.58bxy 0.65ax

Distilled water 0.47cy 0.43cy 0.51by 0.55by 0.64ax

10% saline 0.57bx 0.61bx 0.63bx 0.64bx 0.65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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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병원성 유전자인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I (SPI1)에 존재하는 유전자들은 그 발현

이 모두 공통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 으며 SPI1의 중요 regulator 중의 하나인 hilD의 발

현이 방사선 조사 이후에 감소하는 것을 real time PCR등의 방법으로 확인하 다. 이는 방사

선 조사 후 생존한 병원성 미생물의 안전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Table 3-30, Table 3-31).

Table 3-31. The activated gene by gamma irradiation (10 Gy)

유전자 (gene) 기능 (function) 발현정도 (ratio)

dinI DNA damage-inducible protein I 5.19

dinP DNA polymerase IV, damage-inducible protein P 2.38

recA DNA strand exchange and recombination protein 2.40

recN protein used in recombination and DNA repair 2.65

umuC error-prone repair: component of DNA pol. V 3.53

umuD error-prone repair: SOS-response repressors 2.22

cyoA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ubunit II 4.50

cyoB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ubunit I 6.60

cyoC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ubunit III 7.31

cyoD cytochrome o ubiquinol oxidase subunit IV 5.01

cyoE protohaeme IX farnesyltransferase 5.40

STM2605-2631 (5 genes) Gifsy-1 prophage 2.03 - 4.36

STM1007-1037 (17 genes) Gifsy-2 prophage 2.05 - 4.16

rfa, rfb (12 genes) LPS biosynthesis, LPS side chain defect 2.05 - 3.45

rpl. rpm (9 genes) 50S ribosomal subunit protein 2.01 - 2.93

rps (8 genes) 30S ribosomal subunit protein 2.02 -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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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2. The relative expression of SPI genes after 1 kGy irradiation

Gene Function

Real-time PCR result (CT ± SD)
a

control irradiation foldb

hilD local regulator of SPI1 16.93±0.35 18.95±0.26 0.25

ssrB local regulator of SPI2 20.73±0.39 21.95±0.22 0.43

pipB protein encoded within SPI5 22.64±0.23 23.16±0.21 0.70

sopD secreted protein via 
SPI1-TTSS 18.60±0.45 22.56±0.34 0.064

pduQ propanediol utilization 22.56±0.40 21.50±0.28 2.0

eutG ethanolamine utilization 21.79±0.15 21.30±0.29 1.4

rrs 16s rRNA 12.19±0.31 12.17±0.40 1.0

a
 CT represents the number of cycles at which the fluorescence intensity is significantly 

above the background fluorescence at the initial exponential phase of PCR amplification. 

Data represent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ree individual experiments based on 

duplicate samples for each experiment.
b
 The relative expression (fold changes) of genes from irradiated cells compared to its 

nonirradiated counterpart (control; 0 kGy) was determined using the modified comparative 

methods (2
-ΔCT). 

3. Real-time PCR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 유도 DNA 파괴 연구

   감마선 조사 시 DNA의 파괴 정도를 염기 수준이 아니라 ORF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Salmonella의 16개 ORF를 GC 함량에 따라서 선발한 후 개별 ORF당 2개 이상의 primer set

를 가지고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 다. GC 함량이 약 70%에 이르는 ccmAB 유전자

의 경우 3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시 다른 유전자들과 달리 잘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

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Genome내에 존재하는 2개의 ccmAB 유전자중 하나를 없애버린 경

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유전자는 감마선에 대한 DNA의 감수성 

연구에 biomarker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감마선 조사 시 DNA의 파괴 정도를 염기 수준이 아니라 ORF 수준에서 살펴보고자 

Salmonella의 16개 ORF를 GC 함량에 따라서 선발한 후 개별 ORF당 2개 이상의 primer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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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 다. 

Table 3-33. Amplification rates of Salmonella genes sorted by GC content after irradiation 

a
 :The relative amplification rate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modified comparative 

methods, 2
-ΔCT. For each sample, the CTvalue is the average of three replicates. The 

concentration of genomic DNA used in this assay is 10 ng/μl.
b
 : GC content value of each gene

c
 : GC content value of respective amplicons 

Gene No. GC
content

Dose (kGy) Gene No. GC Dose (kGy)

1 3 5 content 1 3 5

STM2089 32%b STM2052 60%

AT13-14 34%
c

0.26
a

0.014 0.0015 GC13-14 58% 0.31 0.016 0.0037

AT15-16 34% 0.29 0.015 0.0014 GC15-16 60% 0.29 0.023 0.0026

GC17-18 61% 0.25 0.018 0.0014

STM3717 35% STM0266 61%

AT23-24 36% 0.29 0.011 0.0026 GC23-24 60% 0.33 0.014 0.0032

AT25-26 35% 0.28 0.013 0.0016 GC25-26 63% 0.27 0.0095 0.0016

GC27-28 60% 0.4 0.016 0.0039

STM3719 40% STM2461 63%

AT33-34 35% 0.24 0.0090 0.0014 GC33-34 67% 0.25 0.011 0.0020

AT35-36 44% 0.28 0.020 0.0020 GC35-36 60% 0.23 0.014 0.0011

AT37-38 44% 0.31 0.013 0.0031

STM2875 41% STM2752 63%

AT43-44 46% 0.44 0.0081 0.0023 GC43-44 62% 0.26 0.017 0.0031

AT45-46 43% 0.31 0.023 0.0016 GC45-46 65% 0.28 0.014 0.0019

STM1391 40% STM3351 64%

AT53-54 39% 0.26 0.012 0.0031 GC53-54 65% 0.27 0.019 0.0026

GC55-56 61% 0.27 0.012 0.0029

STM1088 39% STM2253 70%

AT63-64 34% 0.28 0.017 0.0024 GC63-64 69% 0.36 0.033 0.023

AT65-66 42% 0.30 0.023 0.0030

STM2945 41% STM2254 73%

AT83-84 43% 0.54 0.014 0.0032 GC73-74 72% 0.29 0.025 0.020

AT85-86 44% 0.31 0.021 0.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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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 함량이 약 70%에 이르는 ccmAB 유전자의 경우 3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 시 다른 유전

자들과 달리 잘 파괴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 다. Genome내에 존재하는 2

개의 ccmAB 유전자중 하나를 없애버린 경우에도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

한 유전자는 감마선에 대한 DNA의 감수성 연구에 biomarker 등으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4. PCR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 전후의 병원성 미생물 모니터링

   방사선 조사는 식품 내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의 DNA를 파괴하므로 방사선 조사 후에 

식품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양을 DNA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으로 정량하는 경우 실제 식품

의 오염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방사선 조사 전후에 식품 내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

의 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여 방사선 조사 전의 식품의 오염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감소도를 real time PCR로 정량하 다. 배지에 존재하는 Salmonella에 

방사선 조사를 한 경우 비조사구에서는 Salmonella의 검출 한계가 10
3
개 으나 5 kGy로 조사

한 경우 검출 한계가 10
5
개로 감소하 다. 하지만 식품 모델로 닭을 사용하여 같은 실험을 하

을 때 검출 한계는 10
5
에서 10

6
정도로 감소하 다. 이는 식품 자체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병

원성 미생물의 DNA파괴 정도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며 보다 다양한 식품에서 병원

성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을 정량화 하여 방사선 조사 식품의 위생화 확립의 연구 자료로 사

용하고자 한다.  

5. 감마선 조사 후 생존한 곰팡이 Aspergillus flavus의 생장평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품질보증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감마선 조사 후에도 생존하는 mycotoxin 

생산 곰팡이의 생장을 관찰하 다. 수분활성 (aw), pH, 온도를 생장환경으로 설정하여 표면반

응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수분활성도와 온도가 가장 중요한 생장환경임을 확인하 다. 

Asperigllus flavus var. flavus의 최적생장조건은 0.77 kGy 조사이후 water activity-0.97, 온도

-30.27 ℃, pH-6.24의 조건이었으며 생장저해 조건은 1.19 kGy 조사 이후 water activity-0.91, 

온도-26.34, pH-6.13의 조건이었다. 

6. 면역침전 및 ELISA를 이용한 감마선 살균된 Salmonella의 검출기술 개발

   방사선 조사식품의 품질보증기술개발의 일환으로 감마선 살균된 Salmonella의 면역학적 검

출기술을 개발하 다. 감마선으로 살균한 Salmonella 역시 생균과 마찬가지로 면역침전법이나 

ELISA test로 검출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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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Detection of a distinct line versus the Salmonella typhimurium number for the 

gamma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pure culture broth in a visual immunoprecipitation 

(VIP) kit assay

a
 Result of the triplicated experiments is presented.

+ 
Presence of a distinct line on a test window (left window) was judged to be presumptive 

positive. 

－
Absence of a distinct line on a test window (left window) was judged to be presumptive 

negative. 

Figure 3-8. Presence of a distinct line (left window) in a visual immunoprecipitation (VIP) 

kit for the gamma irradiated at a dose of 5 kGy and the non-irradiated Salmonella 

typhimutium pure culture broth from 107 CFU mL-1 to 102 CFU mL-1 of cell number. 

Cell density of the 
Sample

(CFU mL
-1
)
a

Control

Gamma Irradiation

1 kGy 3 kGy 5 kGy

4.1 x 10
7

＋＋＋ ＋＋＋ ＋＋＋ ＋＋＋

3.5 x 10
6

＋＋＋ ＋＋＋ ＋＋＋ ＋＋＋

3.2 x 10
5

＋＋＋ ＋＋＋ ＋＋＋ ＋＋＋

2.9 x 10
4

＋－－ －－－ －－－ －＋－

2.6 x 10
3

－－－ －－－ －－－ －－－

3.1 x 10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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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Standard ELISA curves for the gamma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Salmonella typhimurium. Each point represents a mean of 10 values. (A) non-irradiated 

control, (B) irradiated at 1 kGy, (C) irradiated at 3 kGy, (D) irradiated at 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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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Correlation of the ELISA absorbance versus the cell number of the gamma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Salmonella typhimurium pure culture broth from 10
7
 CFU 

mL
-1 

to 10
5
 CFU mL

-1
of cell number. Each point represents a mean of 10 values. (A) 

non-irradiated control, (B) irradiated at 1 kGy, (C) irradiated at 3 kGy, (D) irradiated at 5 

kGy.

 

7. Vibrio  sp. 독성 유전자 발현 연구

  방사선 조사 이후 V. vulnificus의 세포용혈독소 (vvhA), V. cholerae의 콜레라독소 (ctxA), 

V. parahaemolyticus의 용혈독소 (tdh) 유전자들의 발현정도와 독소 역가를 비조사구와 비교한 

결과 방사선 조사구의 독소 생산정도는 같거나 감소하 으므로 생존한 Vibrio sp.는 독성학적

으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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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5. The relative expression of vvhA of V. vulnificus after γradiation

Table 3-36. The relative expression of ctxA of V. cholerae after γ radiation

Time
Real-time PCR result (CT ± SD)a

control 0.5 kGy foldb 1 kGy foldb

3 h 29.34±0.54c 31.73±0.21 0.19 30.51±0.58 0.44

6 h 30.07±0.67 31.20±0.86 0.46 30.23±1.07 0.90

9 h 28.92±1.09 29.71±0.63 0.58 31.77±0.87 0.14

12 h 30.35±0.27 31.59±0.47 0.42 31.17±0.99 0.57

15 h 19.87±0.82 24.10±0.81 0.053 23.94±0.12 0.060

18 h 21.10±0.57 26.35±0.42 0.026 27.46±0.93 0.012

21 h 23.24±0.60 27.35±0.47 0.058 30.69±0.96 0.0057

24 h 23.15±0.83 27.13±0.14 0.063 32.46±0.69 0.0016

Time
Real-time PCR result (CT ± SD)a

control 0.5 kGy foldb 1 kGy foldb

3 h 29.56±0.53c 30.99±0.60 0.37 29.61±1.36 0.97

6 h 29.34±0.30 30.74±0.58 0.38 30.21±0.14 0.54

9 h 30.50±0.66 30.20±0.51 1.2 30.28±0.59 1.16

12 h 26.18±0.51 30.70±0.23 0.044 29.49±0.68 0.10

15 h 15.20±0.98 16.85±0.63 0.32 25.16±0.52 0.0010

18 h 12.97±0.68 16.13±0.70 0.11 17.30±0.21 0.050

21 h 14.72±0.58 16.50±0.37 0.29 24.62±0.31 0.0010

24 h 19.42±0.72 23.81±0.88 0.048 25.52±0.8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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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7. The relative expression of tdh of V. parahaemolyticus after γ radiation

 8. Salmonella  병원성 인자의 발현 연구

  Salmonella의 병원성 관련 내인성독소 (Lipopolysaccharide), 편모 (flagellar), SPI 

(Salmonella pathogenicity island) 유전자 20여개의 발현을 시간대 별로 측정한 결과 비조사구

와 비교하여 유의미한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므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Salmonella의 병원성

능 증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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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Real-time PCR result (CT ± SD)a

control 0.5 kGy foldb 1 kGy foldb

3 h 28.98±0.34c 28.87±0.52 1.1 28.78±0.47 1.2

6 h 27.21±0.49 28.53±1.13 0.40 27.19±0.79 1.0

9 h 29.93±0.36 32.45±0.95 0.17 29.77±0.85 1.1

12 h 20.47±0.63 22.39±0.79 0.26 23.34±0.69 0.14

15 h 19.55±0.81 21.56±0.49 0.25 22.29±0.92 0.15

18 h 18.87±0.98 22.16±0.74 0.10 23.92±0.99 0.030

21 h 19.92±0.76 24.54±1.57 0.041 32.58±1.01 0.00015

24 h 22.19±0.83 31.51±1.07 0.0016 31.97±0.58 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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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Real time analysis of genes encoding lipopolysaccharide (LPS) after gamma irradiation. 

9. Moraxella의 항생제 감수성 연구

  방사선의 반복조사를 통하여 10 kGy의 방사선 조사에도 내성을 가지는 인공 Moraxella 

osloensis 균주를 제작한 후 ampicillin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하 으나 비조사구에 비하여 항생

제 내성이 증가하지 않았다.

Figure 3-12

 10. Salmonella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분석된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들의 reporter assay를 방사선에 의한 발현정도를 측정한 결

과 2Gy의 선량에서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cyoA promoter를 발견하 다. 이 radio-inducible 

  promoter는 대장균 내에서 2Gy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약 100 배정도 발현이 증가하는 특

성을 보 으며 추후 연구결과에 따라 방사선을 활용한 유용물질 생산의 기본 벡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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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Characterization of radio-inducible promoter

11. E. coli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2-D electrophoresis를 통하여 대장균의 치사선량인 3 kGy의 방사선 조사에서 증가하는 

putative oxidoreductase, protein elongation factor EF-Tu 등을 확인하 음. 특히 EF-Tu 

factor는 대표적인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인 Deinococcus sp.에서도 발견되는 방사선 저항성 인

자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방사선 저항성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ure 3-14. 2D map of whole-cell lysate proteins from MC4100 grown to stationary phase.  

     (A) harvest of non-irradiated cell (B) harvest immediately after exposure to 3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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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8. List of altered proteins of MC4100 responding to 3 kGy radiation 

spot feature function Mw(kDa)/pI

1 test for MAlDI chaperone Hsp 70 (DnaK) 69.1/ 4.8

2 test for MAlDI chaperonin GroEL 57.3/ 4.8

3 control Transaldolase B 35.2/ 5.1

4 decrease in C superoxide dismutase, iron 21.3/ 5.6

5 lost in B phophoglucomutase 58.4/ 5.4

6 lost in B fructose-bisphosphate aldolase class II 39.1/ 5.5

8 decrease in C sigma cross-reacting protein 27A 33.0/ 4.7

9 decrease in B NADA dehydrogenase I chain B 17.2/ 9.1

10 increase in B hypothetical protein 22.2/ 5.1

11 decrease in C putative alpha helical protein 18.8/ 5.1

12 decrease in C bacterioferritin comigratory protein 17.6/ 5.0

13 decrease in B isoaspartyl dipeptidase 41.1/ 5.1

14 increase in B probable riboflavin synthase beta chain 19.8/ 9.6

16 decrease in B iron-containing superoxide dismutase 16.2/ 5.7

17 lost in B D-ribose periplasmic binding protein 30.9/ 6.8

18 increase in B uridine phosphorylase 27.2/ 5.8

12. D. radiodurans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 연구

  대표적인 방사선 저항성 미생물인 Deinococcus의 방사선 특이반응 유전자를 확보하기 위하

여 방사선 조사 (10 kGy) 이후 2-D 분석을 한 결과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DinB-like 

protein을 확보하 음.

Figure 3-15. Two-dimensional electrophoresis representative gel images visualiz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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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staining. Cells were analyzed by 2-DE and visualized by silver-staining. Proteins 

were separated according to their isoelectric points on immobilized 3-10 pH-gradients strips 

(linear; separation distance, 18 cm), then separated by 10% SDS-PAGE. Eight spots were 

up-regulated (blue circles), and five spots (red circles) were down-regulated in the 

irradiated cell. (A)R1, unirradiated (B) R1 cells treated with 
60
Co γ-rays

Table 3-39. Summary of increased and decreased proteins identification from wild-type 

strains R1 following irradiation

Function Spot no. Identity Gene no.
MW

 (Da)

Differen

ce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protein turnover, chaperones 

3
Organic hydroperoxide 

resistance protein
DR1857 14521 ↑

4
Peptidyl-prolyl cis-trans 

isomerase, cyclophilin-type
DR0237 21308 ↓

8 Trigger factor DR1948 51816 ↓

Replication, recombi -nation and 

repair
11

Single-stranded DNA 

binding protein
DR0099 32702 ↑

Translation 12 Elongation factor P DR0119 20462 ↓

Inorgainc ion trans-port and 

metabolism
5

Tellurium resistance 

protein TerB (terB) 

putative

DR2220 16608 ↑

General function prediction only 13
Hypothetical protein 

DR0556
DR0556 15798 ↑

13. Patulin 생성 곰팡이 연구

  국내산 사과로부터 곰팡이독 patulin 생성 미생물을 분리하여 사과의 방사선 살균실험을 실

시하고 곰팡이독의 생성여부를 확인하 다. 방사선 조사 사과의 일반 미생물 분석결과 1 kGy

의 선량에서 90% 이상의 살균효과를 나타내었다. Penicillium griseofulvum을 인위적으로 접

종한 실험에서, 1 kGy의 방사선 조사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10
2
∼10

3
 

CFU/g 단위 수준의 제어효과를 보여주었다 (Table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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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Effects of irradiation on Fungi in apple storage at 4℃ and 25℃

1) Total microorganism(CFU/g)

Sample 

group
4℃ 25℃

1 weeks 5 weeks 10 weeks 1 weeks 3 weeks 5 weeks

A 3.1×101 1.1×101 3.4×102 1.0×102 4.2×103 3.1×104

B 1.1×101 1.4×102 5.7×104 1.2×103 5.6×106 2.4×107

C 1.7×101 2.0×101 3.1×102 2.5×103 8.0×103 3.6×104

D 1.1×101 1.3×101 2.0×102 1.7×101 1.4×104 1.0×104

1)
Sample group A: control, B: inoculated by Penicillium griseofulvum, C: irradiated at 1 

kGy, D: inoculation+irradiation.

Penicillium griseofulvum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후 patulin 생성을 측정한 실험에서 방사선 조

사를 하지 않은 대조구는 4℃에서 400 ppm, 25℃에서는 800 ppm 단위의 patulin이 검출되었으

나 방사선 조사(1 kGy) 시료는 100 ppm 이하의 낮은 농도로 검출됨을 확인하 다(Figure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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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Contents of various treatment apples at 4℃(left) and 25℃(right).

Sample group A: control, B: inoculated by Penicillium griseofulvum, C: irradiated at 1 kGy, 

D: inoculation+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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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용성 모델시스템에서 감마선을 이용한 patulin 저감화

 표준품으로 사용한 patulin은 1,000 ppm으로 증류수에 녹인 후 최종 농도가 50 ppm 이 되도

록 사과 주스, 1% 유기산 용액(lact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아미노산 용액 

(aspartic acid, asparagine and glutamic acid)과 ethanol 용액에 첨가하여 각각의 용액을 1∼5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 후 30일 동안 저장하면서 patulin 함량을 측정하 다. 사과 주스

에 1 kGy 조사시 patulin 함량은 67% 감소하 으며, 5 kGy 조사시 10% 수준으로 현저히 감

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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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Degradation of patulin by gamma irradiation in the aqueous model system of 

water and apple ju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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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Degradation of patulin by gamma irradiation in the aqueous model system of 

organic acids (A), amino acids (B) and ethanol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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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Degradation of patulin by gamma irradiation in the aqueous model system at 

stored at 25℃

(unit ; %)

1)
Values are Mean±SD.

2)
Not detected. 

Dose

(kGy)
Treatment

Storage period (days)

0 5 10 20 30

0

Water Water 100 95.005±0.3361) 79.052±2.680 82.913±2.272 11.434±2.451

Organic 

acid

Malic acid 100 96.351±2.511 87.077±3.172 41.402±1.100 1.818±0.712

Citric acid 100 100.816±1.296 90.989±14.348 90.403±8.575 75.166±1.217

Lactic acid 100 99.447±1.001 91.342±12.129 90.135±6.214 79.486±1.021

Acetic acid 100 103.371±2.458 91.807±13.837 94.415±9.397 79.661±3.567

Ascorbic acid 100 77.983±2.515 84.915±5.121 33.254±3.542 9.032±1.041

Amino 

acid

Aspartic acid 100 87.120±3.110 82.132±3.547 36.122±1.016 8.900±1.026

Serine 100 81.047±4.015 68.±363±3.575 33.503±1.102 12.652±0.867

Threonine 100 88.898±3.813 77.600±4.512 37.444±3.175 12.493±1.103

Glutamic acid 100 93.016±3.585 80.771±4.051 37.344±1.072 12.652±1.106

Histidine 100 95.016±3.585 84.734±3.479 40.186±2.314 27.812±1.014

Ethanol Ethanol 100 100.724±5.369 85.226±9.834 82.913±5.623 57.281±1.014

1

Water Water 0.585±0.012 0.333±0.015 0.140±0.001 -2) -

Organic 

acid

Malic acid 31.435±2.547 27.687±1.512 29.343±1.109 13.564±0.515 -

Citric acid 2.290±0.147 3.376±0.631 2.827±0.789 2.314±0.412 1.751±0.141

Lactic acid 31.213±1.015 32.396±6.944 31.101±5.575 32.369±2.328 30.388±1.512

Acetic acid 6.142±1.141 5.170±1.149 5.208±1.389 5.298±1.515 5.884±1.120

Ascorbic acid 50.797±3.412 43.189±2.176 26.170±1.514 17.770±0.604 10.472±0.132

Amino 

acid

Aspartic acid 3.808±0.179 11.687±1.512 5.738±0.104 6.067±0.515 1.772±0.311

Serine 39.691±2.144 31.881±3.002 29.319±2.471 13.822±1.413 8.512±0.413

Threonine 36.236±3.371 29.957±3.111 28.086±1.014 13.897±1.057 9.433±0.730

Glutamic acid 7.020±0.571 7.092±0.216 5.728±0.311 4.385±0.021 4.837±0.011

Histidine 69.051±5.174 58.133±4.455 56.005±4.871 25.897±3.130 16.475±1.004

Ethanol Ethanol 12.490±1.020 12.138±2.701 9.442±0.208 11.028±0.789 11.40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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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산 용액의 경우 citr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그리고 ascorbic acid에서 각각 2.3%, 

31.2% 6.1%, 21.9% 로 나타나 citric acid, acetic acid의 경우 1 kGy 조사시 90% 이상 patulin

이 감소하 다. 사과의 대표적인 아미노산 구성성분인 aspartic acid, asparagine and glutamic 

acid를 첨가한 수용액에서 patulin의 저감화를 살펴 본 결과 glutamic acid와 aspartic acid에서

는 1 kGy 조사시 90% 이상의 patulin 저감화를 나타내었으며, histidine은 30%의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1%의 ethanol 용액에서는 1 kGy의 감마선 조사 후에도 12.5%의 patulin이 

잔류하 다. 곰팡이독의 일종인 patulin은 free radical에 의하여 분해되며, 방사선 조사는 free 

radical을 생성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공정으로, 이미 식품의 살균 등에 산업적으로 활용

되고 있다. 따라서 사과나 사과즙의 patulin 저감화 공정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면 

radio-degradation에 의한 직접적인 patulin 제거효과는 물론 patulin 생성 균류의 제어에 의한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patulin

의 radio-degradation에 요구되는 방사선 조사선량은 특히 대상 제품의 유기산 조성에 의하여 

향을 받게 되므로 추후 각 제품에 적정한 조사선량의 확립이 필요하다.

15. 감마선 조사 사과의 품질평가

가. 서론

   사과(Malus pumila var. dulcissima)는 분류학상 장미과에 속하는 다년생 목본식물로서, 과

실은 관능특성이 좋고 양학적으로 당, 식이섬유, 칼륨 및 비타민 C등이 풍부하여 과실로서 

뿐만 아니라 주스, 잼 등 다양한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 사과는 대부분 수확 후 바로 저장하

거나 선별, 포장하여 유통되는데, 보존 또는 유통기간의 경과에 따라 내외부적인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복합적인 품질저하가 진행된다. 사과의 품질변화를 유발하는 내부적 요인 중에는 과실

자체의 효소나 양성분 등의 생화학적인 작용에 의한 후숙과 연화현상이 가장 일반적이며, 외

부적 요인으로는 곰팡이나 세균 등에 의한 미생물학적 요인, 쥐나 해충 등에 의한 생물학적인 

요인, 온도나 습도 등의 환경적 요인, 그리고 조직손상 등의 물리적 요인들이 있다(1). 그러나 

일반적으로 과실류의 보존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미생물에 의한 부패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1). 

   과실류의 유통과 국제교역 등에서 과실류의 미생물 제어 및 보존성 향상 방법으로 가장 일

반적으로 사용되어온 방법의 하나는 ethylene oxide(EO)와 methyl bromide(MeBr)를 비롯한 

훈증살균 기술이 있다 (2). 그러나 EO는 발암성과 잔류성 등의 문제점이 보고되어 식품에 대

한 사용이 국제적으로 전면중지 되었으며 MeBr도 오존층을 파괴하는 환경공해물질로 규명되

어 몬트리올 협약에 의하여 사용이 규제되어 있다(3). 따라서 기존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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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훈증처리 방법을 대체하기 위한 기술로 다양한 저장조건의 설정(4,5), 저온처리(5), 

phosphine 훈증처리(6), 열처리(7), 포장재(8), CA 저장(9) 등이 연구되어 왔다. 사과와 배, 복숭

아 등과 같이 에틸렌 생성이 높은 climacteric 과실은 장기간 저장 시 에틸렌 생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1-methylcyclopropene(10), tropolone(11)등을 처리하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리방법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제한성이 크고, 효과가 불완전하며, 처리 시간이 길거

나 과실에 생리적 장해를 유발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산업적 실용화에 비교적 제약이 

크다. 

   방사선 조사 기술은 국제기구(FAO/IAEA/WHO)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유용하고 안전한 

식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살균방법으로 공인되어 이미 여러 분야에서 산업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12). 특히, 감마선 조사기술은 투과력이 높아 제품을 완전 포장한 후 살균이 가능하여 살균 

후 포장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대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잔류성 및 품온 상

승이 거의 없고, 제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미생물에 대하여 강력한 선택적 살균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어(13) 식품의 보존성 향상 기술로서 매우 적합하다. 또한 적절한 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물리적, 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에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식품에서 

유래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으므로 식중독 등의 식인성 질병 발생의 위험을 상당

히 줄일 수 있는 식품 위생화 방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13). 

   본 연구는 사과와 사과 가공품의 저장․유통과정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미생물의 제어에 감

마선 조사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비록 식품의 방사선 조사가 식품의 

양이나 관능 특성에 미치는 향이 다른 기술에 비하여 낮다고 알려져 있으나 방사선 조사

기술을 식품의 살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 식품의 식품 양학적 품질특성에 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재검증하여야 한다. 과채류, 특히 사과는 관능특성과 양성분 이외에도 quercetin, 

glycosides, cyanidin  epicatechin 등과 같은 flavonoid와 chlorogenic acid 및 ferulic acid 등과 

같은 페놀 화합물의 항알러지, 항암, 항산화성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이 중요한 품질요소

의 하나이므로(14, 15)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과의 생리활성 특성 변화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에 의한 사과의 생리화학적 기능성과 주요 성분의 변화 및 

물리적 품질특성 등의 변화를 분석하 다.

나. 재료 및 방법

시료

   본 실험에 사용된 사과(Malus pumila var. dulcissima)는 2005년 11월에 전북 정읍지역에서 

수확된 제품으로, 수확 직후 외관이 건전하고 병반이 없으며 크기가 균일한 사과를 현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선원 300,000 Ci, 
60
Co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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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

여 20℃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1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선량 1 

kGy는 Codex 등에서 과실류의 국제적 검역에서의 권장 선량으로 본 실험에서는 향후 산업적 

적용을 목적으로 이 선량을 직접 적용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cerous dosimeter를 사

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5.4% 이내로 하 다. 감마선 조사 시료는 감마선을 조사하

지 않은 비조사 대조구와 함께 각각 4℃와 25℃의 온도조건에 저장하면서 이화학적 분석을 실

시하 다. 시료는 각 시험구별로 10개의 사과를 random sampling하여 분석하 다. 

양성분 및 기능성의 측정

   시료의 양성분 및 기능성의 측정은 사과 시료를 녹즙기(Extrusion type, Dong-A Co., 

Seoul, Korea)에서 착즙한 다음 여과(No. 2, Whatman, Kent, England)하여 준비하 다. 시료

의 총 당함량은 phenol-sulfuric acid(16)법에 따라 측정하 다. 시료액 1 mL에 5% 페놀 1 

mL, 황산 5 mL을 첨가하여 20분간 반응시켜 발색시킨 다음 spectrophotometer(UV 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470 nm에사 흡광도를 측정하 다. 환원당 함량은 시료액 2 mL

에 DNS 용액(Dinitrosalicylic acid 0.5%, NaOH 4%, Rochellet salt 30%) 2 mL을 첨가하여 10

분간 가열하여 반응시킨 다음 냉각하여 spectrophotometer(UV 1601, Shimadzu, Japan)를 이용

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총 당함량과 환원당의 정량은 glucose를 이용하여 표

준검량곡선을 작성하여 계산하 다.

   총 페놀 함량은 tannic acid를 표준검량곡선으로 하여 Folin-Denis(17)법으로 측정하 다. 

시료에 70% 에탄올 50 mL을 첨가하여 추출한 시료액 5 mL에 Folin-Denis시약 5 mL을 첨가

하여 혼합 한 후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10% Na2CO3 용액 5 mL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 

시간 정치시킨 다음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총 flavonoid 함량은 naringin을 

표준검량곡선으로 하여 Davis법(18)으로 측정하 다. 사과즙에 50% methanol을 첨가하여 제조

한 시료용액 1 mL에 diethylene glycol 10 mL을 혼합하고 1N NaOH 1 mL을 가하여 다시 혼

합한 다음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환원력은 Oyaizu(1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시료 0.5 mL에 sodium phosphate 

buffer(50 mM, pH 6.6) 2.5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 용액 2.5 mL를 혼합 한 후 50℃

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10% trichloroacetate 0.5 mL를 첨가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상징액에 0.1% ferric chloride 1 mL을 첨가하여 발색반응을 유도

한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시료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은 Blois(20)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 다. 시료 추출액 1 mL에 0.2 

mM DPPH(Sigma Co. Ltd., USA) 용액 1 mL을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0분 반응시킨 후에 

spectrophotometer (UV-1610PC, Shimadsu C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 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하여 구하 다.

  A :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물리적 특성 측정

   사과의 중량 변화는 저장 초부터 사과 20개를 정해진 포장용기에 넣고, 경시적으로 측정하

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사과의 경도는 경도계(Sun Co., CR-200D, Japan)를 이용하여 실시하

다. 사용한 plunger의 직경은 3mm 이 으며, 시료는 5개의 사과를 8등분하여 각 시료구당 3

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사과의 기계적 색도는 color & color difference 

meter(Minolta, Model CR-200, Japan)를 이용하여 과피와 과육의 색도를 측정하 다. 과피의 

색은 과피의 정해진 부분에 대하여, 내부 색도는 처리구당 5개씩 절단하여 절단면의 색도를 10

회 반복 측정하여 Hunter′s color value인 L값(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으로 나타

내었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9점 척도법(1=dislike extremely, 5=neither like nor dislike, 9=like extremely)에 

따라 실시하 으며, 사과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10명의 검사원으로 하여 향기/냄새(odor), 

조직감(texture), 다즙성(juciness), 산도(acidity), 감미도/단맛(sweetness),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실시하 다.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SPSS를 이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군간의 유의차를 검정하 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로서 유의차를 검정하 다. 

다. 결과 및 고찰

총 당 및 환원당 함량

    감마선 조사 사과의 저장기간 중 각 시료의 총 당 함량과 환원당 함량 측정 결과는 Fig. 

2-1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사과의 당 함량은 맛뿐만 아니라 저장수명에도 향을 끼치는 인자

이다. 일반적으로 사과의 당 함량은 성숙과정이나 저장기간 동안 전분의 가수분해에 의해 증가

되기도 하고, 호흡기질로 사용되어 감소하기도 한다(21). Forney와 Austin(22)은 당 함량이 높

을수록 저장기간이 길어지며, 당 함량과 보존 기간은 저장 온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DPPH radical 소거능(%)  = (1-
A

)×10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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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이들의 결과와 유사하게 사과의 저장온도에 따라 총 

당 함량이 다르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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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Change of total sugar(A) and reducing sugars(B) in apples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 control at 4℃, □: control at 25℃, ●: 1 kGy-irradiated apple at 4℃, ■: 1 kGy-irradiated 

apple at 25℃

본 실험에서 사과의 총 당 함량 변화는 각 시험구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4℃의 냉장 저장 시에는 대부분의 시험구에서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총 당 함량이 큰 변화

가 없었으나 실온 저장 조건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감마선 조사에 따른 총 당 

함량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과의 총 당 함량은 감마선 조사 여부와 상

관없이 저장온도에 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과의 환원당 함량 변화는 감마선 조사 

여부 및 보존온도에 크게 상관없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사과의 환원당 함

량변화에 대한 보고를 살펴보면 저장온도가 낮을수록 환원당 용출이 적다는 보고(23)와 환원당 

용출은 저장 온도에 상관없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난다는 보고(24)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의 실험결과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phenolic compound 및 flavonoid 함량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는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로 다양한 구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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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자량을 가지며, 각 화합물의 작용기에 따라 항산화 효과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

다. 본 실험에서 수행한 감마선 조사 사과의 총 phenolic compound 및 flavonoid 함량 측정결과

는 Fig. 2-1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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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Change of total phenolic compounds(A) and flavonoids contents(B) in apples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at 4℃and 25℃.

○: control at 4℃, □: control at 25℃, ●: 1 kGy-irradiated apple at 4℃, ■: 1 kGy-irradiated 

apple at 25℃

저장온도에 따른 사과의 총 페놀화합믈 함량 변화의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4℃의 냉장 저장 

조건에서는 저장 5주까지 증가하 다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 고 25℃의 상온에서는 점차 감소하

으며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과의 감마선 

조사는 사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나

타난 총 페놀화합물 함량변화의 경향은 페놀화합물 함량이 냉장 저장 중에 증가한다고 발표한 

Poter 등(25)의 연구보고, 상온(25℃)저장의 경우 보존 3주 이후부터 페놀화합물의 함량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발표한 Asemota 등(26)의 보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과의 총 페놀화합물은 

품종에 따라 각기 다르나(27) 일반적으로 수확 직후 냉장 저장 중에는 비교적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다(28). 본 연구결과에서도 총 페놀화합물의 안정적 보존을 위해서는 저장온도를 적정하게 설

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재확인하 다. 사과의 저장온도에 따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화 

또한 4℃의 저온저장 조건이 25℃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한편, 감마선을 조사한 시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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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비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높게 유지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환원력 및 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 소거능

   식품의 환원력(reducing power)은 항산화성을 판정하는 기준의 하나이며, 식품의 생체 이용

적 측면에서 환원력을 유지하는 능력이 큰 물질일수록 산화 예방 및 항산화능이 크다고 볼 수 

있다(29). 본 실험에서 준비한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를 Fig. 2-14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시료는 보존 1주후까지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환원력이 다소 낮았으나, 이후 보존 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조사구와의 차이는 없어지고 저장온도의 향을 더 받음을 알 수 있었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없었으며, 저온저장에서 상온저장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높은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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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Change of reducing power(A)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B) in 

apples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 control at 4℃, □: control at 25℃, ●: 1 kGy-irradiated apple at 4℃, ■: 1 kGy-irradiated 

apple at 25℃

물리적 특성변화

   사과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10주간 저장하면서 중량과 기계적 물성(strength, cohesiveness, 

hardness)의 변화를 측정하 다(Fig. 2-15). 사과는 약 85% 이상의 높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과실로 수확 후 저장, 유통 과정에서 상대습도가 낮은 경우 표피에서 수분이 증발되며,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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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가 지속될 경우 중량 감소와 더불어 위조현상, 조직감 감소가 나타나 사과의 품질이 저하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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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Change of weight(A), strength(B), cohesiveness(C) and hardness(D) in apples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 control at 4℃, □: control at 25℃, ●: 1 kGy-irradiated apple at 4℃, ■: 1 kGy-irradiated 

apple at 25℃

실험결과, 사과의 중량변화는 Figure 3-22-A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감마선 조사여부에는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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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보존온도에 의존적임을 알 수 있었다. 4℃ 보존의 경우 보존 10주 후 약 1∼2%의 

중량 감소가 나타난데 비하여 25℃ 보존 시에는 10주 후 5∼6%의 중량 감소가 관찰되었다. 사

과의 기계적 물성 변화와 연화 등은 중량 감소뿐만 아니라 polygalacturonase, β

-galactosidase, pectinesterase 및 cellulase 등의 효소에 의한 펙틴의 가용화, 세포벽 성분의 변

화 등과 같은 생리화학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된다(30). 사과의 strength는 전체적으로 보존 

5주째까지는 점차 감소하 다가 이후에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양상이었다. 그러나 보존온

도에 따른 strength 변화는 유의적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즉, 보존 10주 후 4℃에 저장한 사과

의 strength는 25℃ 저장 시료에 비하여 10%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 다. 한편, 감마선 조사

는 사과의 strength의 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3-22-B). 

Cohesiveness는 모든 시료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감마선 조사 시험구의 cohesiveness가 비조사구에 비하여 다소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

로 보아 사과의 cohesiveness는 보존온도보다는 감마선 조사에 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되었

다(Figure 3-22-C). 사과의 hardness는 보존온도와 감마선 조사 모두에 의하여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온도에 따른 hardness의 변화를 살펴보면, 4℃ 보존의 경우 보존 5주째

까지는 hardness가 점차 증가하다가 이후 다소 감소하거나 유지되는 경향을 보 으며 25℃ 보

존에서는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동일 보존온도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 시험구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hardness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보존 10

주 경과 이후에는 감마선 조사구와 대조구간에 hardness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과실이나 견과류의 경도가 감소되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구와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발표한 Kwon 등(31)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색도변화

   사과를 감마선 조사한 후 각각 4℃와 25℃에 보관하면서 과피 및 과육의 기계적 색도 변화

를 측정하여 Table 2-14에 나타내었다. 과피의 명도(L)변화는 감마선 조사 후 25℃에 저장한 

시험구에서는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다른 시험구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

피의 적색도(a)는 일반적으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이었으나 감마선 조사 

후 4℃ 저장 시험구에서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25℃ 저장된 시료의 적색도(a)

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과피의 황색도(b)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 후 25℃ 저장 시험구에서

는 점차 증가하 으나 다른 시험구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과피의 색도

변화는 4℃ 저장 시료보다는 25℃ 저장시료에서 다소간의 변화가 관찰되었고 특히 감마선 조

사 후 25℃ 저장 시료에서 보다 큰 변화가 나타났다.  과육의 색도변화에서 명도(L)는 모든 시

료에서 증가하 으며, 적색도(a)와 황색도(b)는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과육의 색도

변화는 저장온도의 차이와 감마선 조사 여부에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일반적으



144

로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부분적으로 과육의 내부 갈변을 유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으나

(32) 본 실험에서 일반적인 과실류의 검역처리 기준으로 적용한 1 kGy의 감마선 조사선량에서

는 사과 과육의 색도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42. Changes of Huntor color values in peels and flesh of the apples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Storage

Temp.

Hunter

parameter

Storage period 

(weeks)

Peels Flesh

Control
1 kGy-irradiated 

apple
Control

1 kGy-irradiated 

apple

4℃

L

0 43.882 39.582 63.572 61.736

5 39.788 39.582 66.321 62.535

10 41.009 39.682 64.192 65.617

a

0 12.514 21.649 -0.944 2.088

5 20.814 21.649 -0.733 2.010

10 19.315 18.435 0.551 0.043

b

0 16.431 12.798 16.045 16.023

5 12.877 13.420 11.410 14.517

10 13.795 11.657 12.805 11.892

25℃

L

0 46.450 37.146 59.464 59.853

5 42.588 39.369 67.633 65.524

10 43.025 43.021 68.080 67.220

a

0 11.818 19.768 3.765 2.502

5 20.022 21.702 0.664 1.684

10 23.755 24.633 0.607 1.432

b

0 18.488 12.090 17.418 17.347

5 16.759 14.421 11.758 11.206

10 15.251 17.145 12.779 12.799

관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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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각의 저장조건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사과의 관능적 품지평가를 실시하여 Table 2-15

에 나타내었다.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품질이 저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4℃ 저장시 대조군

은 저장조건에 따른 관능적 품질 저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25℃ 저장의 경우 저장 5주

째에 기호도의 저하가 나타났다. 동일온도 저장의 조건에서 4℃ 저장의 경우에는 대조군과 감

마선 조사(1 kGy) 처리군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25℃ 저장 조건에서는 감마선 조

사 시험구의 관능적 선호도가 대조구에 비하여 다소 낮아졌다. 

Table 3-43. Sensory evaluation of overall acceptances from apple treated with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10 weeks

Storage 

(weeks)
Sensory parameters Treatment

1)
SEM

2)

A B C D

0

Odor    6.88
a3)

   6.77
b

   6.77
b

   6.88
a

0.15

Texture    6.40b    6.00d    6.55a    6.21c 0.19

Juiciness    6.67
a

   6.00
b

   6.56
a

   6.10
b

0.30

Acidity    6.22
c

   6.44
a

   6.00
d

   6.33
b

0.29

Sweetness    6.67b    6.22c    6.89a    6.67b 0.31

Overall acceptances    6.89
b

   6.22
d

   7.00
a

   6.67
c

0.28

5

Odor    6.77
a

   6.55
a

   5.56
b

   4.66
c

0.04

Texture    6.88a    6.44a    5.78b    3.67c 0.10

Juiciness    6.78
a

   6.33
ab

   6.12
b

   4.67
c

0.44

Acidity    6.44
a

   6.11
a

   6.22
a

   4.33
b

0.48

Sweetness    6.56a    6.22a    6.22a    4.22b 0.46

Overall acceptances    6.55
a

   6.44
a

   5.40
b

   4.11
c

0.19

10

Odor    6.44
a

   6.67
a

   5.50
b

   5.21
b

0.28

Texture    6.40a    6.11a    3.67b    3.44b 0.55

Juiciness    6.22
a

   6.33
a

   3.67
b

   3.10
b

0.06

Acidity    6.33
a

   5.88
b

   4.22
c

   3.78
c

0.37

Sweetness    6.11a    6.44a    4.00b    3.44c 0.41

Overall acceptances    6.30
a

   6.22
a

   4.78
b

   3.22
c

0.33

1)
A: control at 4℃, B: 1 kGy-irradiated apple at 4℃, C: control at 25℃, D: 1 kGy-irradiated apple at 

25℃. 
2)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3)
Mean values of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Score are evaluated from extremely 

dislike(1 point) to extremely like(9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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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요 약

   사과의 유통에서 내․외부 품질특성 및 외부 오염원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과에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여 각각 4℃와 25℃에 저장하면서 사과의 생리화학적 

및 물리적 품질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양 성분 및 기능성 성분의 손실이나 품질저하

는 보존 온도에 의하여 결정되었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향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중

량변화와 기계적 물성 특성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하여 향을 받지 않았다. 색도와 관능특성

은 상온 보관시 감마선 조사 시험구에서 다소간의 품질 열화가 관찰되었으나 저온보존에서는 

대조구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는 사과의 양성분 및 기능성, 그리고 

물리적 요인의 보존안정성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생물학적 관점에서의 유통, 보존안정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유효한 기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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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감마선을 조사한 배의 일반 품질평가 

  배의 paulin 생성 균류의 제어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연구로 방사선을 조

사한 사과의 일반품질평가를 실시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배는 수확 후 외관이 건전하고 병

반이 없으며 균일한 크기의 사과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시험구는 A(대조구), B(Penicillium 

griseofulvum을 접종), C(감마선 조사), D(Penicillium griseofulvum을 접종한 다음 감마선 조

사 실시)로 나누어 실시하 으며 시험용 균주는 patulin 생산 표준균주인 Penicillium 

griseofulvum(ATCC 46037)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에서 분양받아 사용

하다. 균주를 potato dextrose agar에서 활성화 시킨 다음 0.1% Tween 80 용액 1 mL을 첨가

하여 포자를 씻어내는 조작을 3회 반복하여 회수한 포자 현탁액을 여과한 후 멸균수로 희석하

여 10
6
 conidia/mL로 조절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포자 현탁액에 접종 침을 담갔다가 과피의 

유포(oil grand)부분을 약 1 mm 깊이로 침 접종하 다. 접종된 과일은 30 × 40 cm 비닐팩에 

10개씩 넣고 4, 24℃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시료의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

소의 선원 100,000 Ci, 
60
Co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20℃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각각 1 kGy

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Table 3-44. Effects of irradiation on fungi in pear storage at 4℃ and 25℃

Total microorganism(CFU/g)

Sample 

group1) 4℃ 25℃

2 weeks 4 weeks 6 weeks 2 weeks 4 weeks 6 weeks

A 3.0×101 4.2×102 4.0×103 2.3×101 7.9×103 6.0×104

B 1.0×101 3.5×103 4.6×105 3.0×101 5.7×104 1.9×107

C - 2.1×102 5.3×102 1.8×101 4.7×102 2.4×103

D 3.0×101 3.4×102 4.0×103 2.7×101 3.4×103 4.3×104

1)
Sample group A: control, B: inoculated by Penicillium griseofulvum, C: irradiated at 1 

kGy, D: inoculation+irradiation at 1 kGy.

  실험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배의 부패를 유의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었으며, 저장 시 

실온(25℃)에서 보다 냉장(4℃)에서 부패지연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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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 배의 일반 미생물 분석결과 1 kGy의 선량에서 90% 이상의 살균효과를 나타내

었다.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실험에서, 1 kGy의 방사

선 조사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보존기간의 경과에 따라 10
2
∼10

3
 CFU/g 단위 수준의 제어효과

를 보여주었다 (Table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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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3. Contents of patulin in various treatment pears at 4℃(left) and 25℃(right).

Sample group A: control(■), B: inoculated by Penicillium griseofulvum(□), C: irradiated at 

1 kGy(●), D: inoculation+irradiation(○).

Penicillium griseofulvum ATCC 46037을 인위적으로 접종한 후 patulin 생성을 측정한 실험에

서 방사선 조사를 하지 않은 대조구는 4℃에서 286 ppm, 25℃에서는 430 ppm 단위의 patulin

이 검출되었으나 방사선 조사(1 kGy)시 4℃와 25℃에서 각각 40, 184 ppm이 검출되어 60∼

80% 낮은 patulin 함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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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기술

1.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은 

   1) 물리적 검지방법

   2) 화학적 검지방법

   3) 생물학적 검지방법

      의 세 가지 방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 으며 각 검지법의 개략적인 원리와 방법

은 다음과 같다. 

  가. 물리적 검지방법

   (1) Thermoluminescence (TL) 검지방법

식품이나 식품재료에 혼입되어 있는 흙이나 이물질 형태의 무기질 (silicate, feldspar, quartz, 

salt crystal)의 발광특성을 응용하는 방법이다. 무기질은 방사선 흡수선량에 따라 전자의 에너

지 상태가 excited state로 변화되고, 일정조건으로 무기질의 온도를 상승시키게 되면 에너지 

상태가 다시 ground state로 된다. 이때 흡수된 에너지의 양만큼 light emission 현상이 발생되

며, 이는 방사선 흡수선량과 비례하여 TL glow curve를 나타내게 된다. 

   (2) Electron Spin Resonance(ESR) 검지방법

식품과 방사선의 상호작용은 분자 결합을 붕괴시키고 자유 라디칼이나 이온을 생성한다. 짝이 

없는 전자는 자장 하에 줄을 서서 자가 모멘트가 자장에 수평이거나 반 수평 상태로 된다. 이

들 두 상태는 서로 다른 에너지 상태로 있어 단파장 에너지를 흡수하여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의 에너지로 여기 된다. 그러므로 시료를 전자선의 극점 사이에 놓고 전자장이 변함에 따

라 전자스펙트럼의 9GHz 대역에서 단파장 흡수를 조사한다. 짝이 없는 전자의 정보는 이 스펙

트럼의 위치와 형태로 알 수 있다. 자유 라디칼은 일반적으로 물과 같은 다른 물질과 쉽게 결

합하여 사라지지만, 일부는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단단한 뼈나 각피 같은 결정 구조 모체에 포

획되어 그 식품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거나 더 오랜 기간 존재한다. 이 라디칼들을 ESR 기기로 

측정한 후 정량화 하여 조사공정의 흡수선량을 측정할 수 있다.

  나. 생물학적 검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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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발아법에 의한 검지방법 

  발아법(germination)은 식품내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특이적인 변화를 검지하는 생물학적 방

법으로 특별한 장비가 요구되지 않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지할 

수 있다. 뿌리의 길이를 측정 통계처리 하여 발아억제, 뿌리 및 줄기의 생장억제, 그리고 씨활

성의 손실과 같은 변화를 검지하는 screening test이다. 발아법은 1.0 kGy이하의 저선량을 검

지하는 방법으로 적용되어 왔는데 주로 배아 실험(embryo test)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콩류는 병해충 및 저장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1.0 kGy이하의 저선량이 조사되기 때문에 다른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미세한 변화가 검지되기 어려워서 발아법에 의해 검지되어 왔다. 곡류에

서는 0.5 kGy에서도 발아가 억제되어 쉽게 판정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열 및 화학처리와 같은 

다른 처리에서도 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서 특이성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screening test로

써 다른 방법에서 검지하기 어려운 1.0 kGy이하의 매우 낮은 선량에서 나타나는 미세한 변화

를 민감하게 검지할 수 있다. 

   (2) Direct Epifluorescence Filter Technique/ Aerobic Plate Count (DEFT/APC)에 

의한 검지방법

   방사선 조사로 인한 미생물학적 변화는 방사선에 민감한 균들의 생육저하와 저항성 있는 

균들의 증가에 따른 미생물상의 변화로 조사 여부의 지표로 이용된다. DEFT는 조사 또는 기

타 처리 전의 생균수 및 비생균수의 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APC는 검지 배양조건에서 

생존하는 생균수의 총균수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방사선 조사로 식품에 잔존되어 있는 미생물

이 사멸되어 생균수가 점점 감소하므로 DEFT와 APC의 log 값을 측정하여 이 두 값의 비율

을 비교함으로써 방사선 조사 여부의 판단이 가능하다. 즉, 방사선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사

멸되는 생균의 수가 점차 감소하여 log APC 값이 감소되고, 반면 총균수는 방사선 조사선량에 

상관없이 그 값이 유사하게 특정되므로 log DEFT/APC의 값은 방사선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점차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게 된다.

  다. 화학적 검지방법

   (1) Hydrocarbon류 검지방법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중성 지방은 carbonyl group의 α탄소와 β탄소 

위치에서 결합이 끊어져 원래의 지방산보다 탄소수가 1개 적거나, 2개 적어지면서 첫 번째 탄

소위치에 새로운 이중결합을 가진 hydrocarbon류가 생성된다. 식품의 주요 지방산인 palmi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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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C16: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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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de 

-catriene (C16:3)이 각각 생성되며, 이들 hydrocarbon류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를 검지하는 

marker로 사용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hydrocarbon류는 gas chromatography (GC)와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에 의하여 분리

된 각 peak의 성분 분석결과와 표준물질의 분석에 의한 retention time과 mass spectrum을 비

교하여 확인하고, 첨가된 internal standard를 정량한다.

   (2) 2-alkylcyclobutanone류 검지방법

   방사선 조사에 의해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지방산이나 중성 지방의 carbonyl 기에 존재하

는 산소로부터 전자 손실이 일어난 뒤, 원래의 지방산과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면서 C2위치에 

alkyl기를 가진 cyclic 화합물인 2-alkylyclobutanone류가 생성된다. 식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palmitic acid로부터 2-dedecylcyclobutanone, oleic acid로부터 2-(5‘-tetradecenyl) 

cyclobutanone, linoleic acid로부터 2-(5’,8‘-tetradecadienyl) cyclobutanone이 각각 생성된다. 이

렇게 방사선 조사에 의해 유도된 2-alkylcyclobutanone류는 GC/MS 분석에 의하여 식품의 방

사선 조사여부를 검지하는 marker로 사용된다. 2-alkylcyclobutanone류를 정량분석하기 위하여 

selected ion monitoring(SIM)법을 사용한다. 이는 각 지방산에서 생성된 2-alkylcyclobutanone

류가 이온화되어 서로 다른 fragment를 나타내는 특성을 이용하여 각 fragment의 특정 ion 

m/z를 설정, 분석후 검량선 및 표준물질과의 retention time과 ion ratio를 비교 확인하는 방법

이다.

  라. 방사선 조사검지 신기술 개발

   (1) Real time PCR analysis 

   PCR은 목적으로 하는 DNA 역을 사이에 둔 2종의 primer를 사용하여 특정한 DNA 역

을 증폭하는 반응으로 i) DNA 가닥의 열변성 (denaturation step), ii) primer와 주형과의 

annealing (annealing step), iii) polymerase에 의한 DNA의 합성 신장 (optimal extension 

step) 등의 과정들이 반복하여 진행이 되면서 in vitro에서 DNA를 증폭하게 된다. Real-time 

PCR은 fluorogenic 표지를 사용하는 민감한 검출방법을 사용하여 증폭된 산물로부터 주형의 

양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SYBR green이라는 DNA intercalating agent를 이용한 

DNA-binding fluorophores 방법은 DNA와 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극소의 fluorescence를 

가지지만, ds-DNA와 결합하면 fluorescence가 급격히 증가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template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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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DNA의 양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한다.  DNA-binging fluorophores의 경우, 

SYBR green이 무작위적으로 dsDNA의 base 사이에 끼어 들어 가므로 이러한 dimer 또는 다

른 비특이적 산물들과 결합할 경우 결과 판독에 있어서 혼동을 줄 수가 있으므로  melting 

curve analysis에 의해 specific product를 확인하 다.

   2. 물리적 방법 (ESR)에 의한 방사선 조사 건조채소의 검지

 국내에서 각종 가공식품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건조채소(양배추, 시금치, 당근, 쑥, 참마)를 대

상으로 1, 5 및 10 kGy의 
60
Co 감마선을 조사한 후,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free radical

을 측정함으로써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과 저장기간에 따른 조사여부 확인의 가능성을 알아보

았다. 조사 직후 감마선 조사된 건조채소에서는 비조사 시료와 비교하여 신호 크기의 차가 커

서 쉽게 구별할 수 있었다. 모든 적용선량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 크기가 증

가하 으며, 조사선량과 ESR 신호 크기와의 상관계수인 R
2
값은 0.9698∼0.9915의 높은 값을 나

타내었다. 9주간의 저장기간 동안 신호의 안전성은 쑥이 가장 양호하 고, 그 다음으로 당근, 

참마, 시금치가 6∼9주까지 조사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양배추는 4주 이후 신호가 거의 남

아 있지 않아 ESR 신호의 차이를 이용한 비조사 시료와의 구별이 어려웠다. 방사선 유도 ESR 

신호의 안정성은 저장조건에 의해 향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효과적인 검지를 위해 저장

시료의 재현성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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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3. 감마선 조사 후 저장 중 건조채소의 ESR 검지변화

   3. 생물학적 (발아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과일류 검지

 생물학적 방법인 발아법으로 과일류의 방사선 조사 여부를 검지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 다. 

과일류는 사과, 오렌지, 레몬을 0.1, 0.3, 0.5, 0.7, 1.0 kGy의 조사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 으며 

조사 후 7일 동안 순의 길이를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발아 특성을 살펴보았다. 모든 시

료는 7일 동안 지속적인 길이 성장을 하 지만, 방사선을 조사한 과일은 상대적으로 순의 길이 

성장이 억제되어 3일에서 5일 이후에는 방사선 조사시료와 비조사 시료의 구분이 가능하 다. 

Table 3-45. Shoot length
*
 of apple gamma irradiated at 0 kGy to 1.0 kGy (unit : cm) 

      days

dose(kGy)
1 3 5 7

0 kGy
A
0.12

ab
±0.015

A
0.2

a
±0.039

AB
0.339

a
±0.084

B
0.492

a
±0.12

0.1 kGy
A
0.129

ab
±0.013

A
0.196

a
±0.058

A
0.248

a
±0.082

A
0.288

a
±0.12

0.3 kGy
A
0.097

ab
±0.012

A
0.15

a
±0.025

A
0.169

a
±0.024

A
0.169

a
±0.024

0.5 kGy
A
0.08

a
±0.012

AB
0.114

a
±0.018

B
0.169

a
±0.027

B
0.181

a
±0.029

0.7 kGy A0.11ab±0.013 AB0.192a±0.021 A0.205a±0.026 AB0.19a±0.027

1.0 kGy 
A
0.137

b
±0.011

AB
0.195

a
±0.021

AB
0.223

a
±0.042

B
0.25

a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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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6. Shoot length
*
 of orange gamma irradiated at 0 kGy to 1.0 kGy (unit : cm) 

      days

dose(kGy) 
1 3 5 7

0 kGy
A
0.037

b
±0.098

B
0.3

c
±0.034

C
0.5

c
±0.057

D
0.84

c
±0.067

0.1 kGy
A
0.0052

a
±0.028

AB
0.15

b
±0.027

B
0.23

b
±0.046

C
0.389

b
±0.059

0.3 kGy A0.0052a±0.036 B0.066ab±0.0085 B0.1ab±0.012 C0.15a±0.019

0.5 kGy
A
0.019

a
±0.047

B
0.0691

ab
±0.009

B
0.09

a
±0.016

B
0.095

a
±0.016

0.7 kGy
A
0.005

a
±0.027

A
0.036

a
±0.0716

B
0.074

a
±0.014

B
0.087

a
±0.013

1.0 kGy A0.0096a±0.056 B0.0538a±0.0819 BC0.072a±0.065 C0.1a±0.01

 

Table 3-47. Shoot length
*
 of lemon gamma irradiated at 0 kGy to 1.0 kGy (unit : cm) 

      days

dose(kGy) 
1 3 5 7

0 kGy
A
 0.0095

a
±0.0055

A
0.135

b
±0.023

B
0.276

b
±0.04

C
0.43

c
±0.049

0.1 kGy A0a±0.0 A 0.053a±0.02 B0.181ab±0.03 B 0.242b±0.044

0.3 kGy
A
0.0055

a
±0.0038

A
0.05

a
±0.01

B
0.116

a
±0.024

B
0.086

a
±0.0213

0.5 kGy A0.0062a±0.0045 A0.02a±0.0069 B0.081a±0.131 B0.086a±0.0136

0.7 kGy
A
0.0

a
±0.0

A
0.016

a
±0.011

B
0.1

a
±0.114

B
0.097

a
±0.012

1.0 kGy 
A
0.0

a
±0.0

A
0.014

a
±0.013

B
0.092

a
±0.0076

B
0.088

a
±0.083

*

Mean value and standard error of shoot length.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b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4.  화학적 방법 (GC)에 의한 방사선 조사 대두의 검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상용되는 식물성 식품 중 많은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두를 

방사선 조사하여 생성되는 탄화수소를 검출하 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탄화수소의 

종류와 양을 통해서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대두를 볶거나 대두를 볶

은 후 빻아 만든 대두가루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탄화수소류가 방사선 조사 여부

를 판별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대두는 볶기, 빻기의 처리유

무에 따라 1) 방사선 조사군 (Irr), 2) 방사선 조사 후 볶기군 (Irr-Rst), 3) 볶은 후 방사선 조

사군 (Rst-Irr), 4) 볶기와 빻기 후 방사선 조사군 (Rst-Grd-Irr), 5) 방사선 조사 후 볶기와 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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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군 (Irr-Rst-Grd)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 다. 방사선 조사선량은 0.5, 1, 5, 10 kGy 이었

다. Irr군의 비조사 시료에서는 linoleic acid와 oleic acid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탄화수소 C17:2, 

C16:3, C17:1, C16:2가 검출되지 않았으나 0.5 kGy 이상 조사한 시료에서는 검출되었으며, 조사선량

이 높아질수록 검출량도 증가하 다. Rst-Irr군과 Irr-Rst군의 경우 탄화수소 C17:2, C16:3, C17:1, 

C16:2가 조사시료에서 검출되었고 Irr군과 비교하 을 때 검출량에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 (p<0.05)은 보이지 않았다. Rst-Grd-Irr군과 Irr-Rst-Grd군의 조사 시료에서 C17:2, C16:3, 

C17:1, C16:2가 검출되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함량이 증가하 다. 이 중 

Rst-Grd-Irr군의 조사시료에서 검출되는 C17:2와 C17:1이 Irr-Rst-Grd군에서보다 유의적으로 낮

게 검출되었다. 결론적으로, 대두와 대두가루를 방사선 조사하 을 때 생성되는 주요 탄화수소

는 C17:2, C16:3, C17:1, C16:2로 모 지방산 함량이 많으면 검출량도 많았으며,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

아질수록 탄화수소류의 검출량도 증가하 다. 볶기나 빻기 처리를 한 군에 있어서도 방사선 조

사에 의해 생성되는 탄화수소류의 패턴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대두와 대두가루의 방

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하는데 탄화수소류 분석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며, 볶기나 빻기 등의 처

리를 한 경우에도 이들 탄화수소류를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에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5.  미생물학적 방법(DEFT/APC)에 의한 방사선 조사 향신료의 검지 

수입 향신료 (검은 통후추, 검은 후춧가루, 흰 후춧가루, 마조람, 다임)와 국내산 향신료 (고춧

가루, 마늘, 양파가루, 생강)에 1, 3, 5, 7, 1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DEFT/APC 방법으로 

검지 가능한 방사선 조사선량을 결정하 다. 

  수입 향신료의 경우 DEFT/APC 비율이 2.0 또는 2.5 이상이면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판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5 이상이면 적어도 5 KGy 이상, 3.0 이상이면 10 KGy 이상 조

사된 시료임을 판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산 향신료의 비조사 시료는 

DEFT/APC 비율 2.0 이하의 값을 보 으며 5 KGy 이상일 때 3.0 이상의 값을 보여 방사선 

조사여부 및 선량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DEFT/APC 방법은 향

신료의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

다. 파, 양파, 생강을 각각 0.0, 0.3, 0.6, 0.9 kGy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하고, 검지유무를 확인하

기 위해 생물학적 방법인 DEFT/APC 방법과 물리적 방법인 TL을 이용하 다. DEFT/APC 

결과, 조사와 비조사 시료간에 log DEFT/APC units의 차이가 현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의 방사선 조사 유무 검지에 DEFT/APC 방법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에, TL intensity 는 방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 으며, 조사 시료는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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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C 사이에서 TL intensity가 최대점을 나타내어 전형적인 TL 불꽃 곡선을 보 다. 한

편, 표준화를 위해 실시한 2차 조사 에서 얻은 불꽃 곡선비를 비교한 결과, 조사시료의 1차 불

꽃곡선(GRI)과 2차 불꽃곡선 (GRII)의 면적비율 (GRI/GRII)이 0.5 이상으로 나타나 조사된 시

료를 구분시킴으로서, TL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된 시료의 검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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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5. DEFT 및 TL 법에 의한 검지특성 비교

   6.  ESR에 의한 방사선 조사 수입 향신료 검지

본 연구는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된 수입산 향신료 3종의 조사선량과 저

장기간에 따른 ESR 신호 크기의 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수입산 향신료 3종(겨자, 오레가노, 월

계수)에 0, 1, 5 및 10 kGy의 Co-60 감마선을 조사한 후, 이를 시료로 Bruker-EPR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ESR 신호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조사 직후 감마선 조사된 수입 향

신료는 조사시료에서 특유의 신호를 나타내어 비 조사시료와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다. 모든 

적용선량 (1∼10 kGy)의 범위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 크기와의 상관계수인 

R
2 
값은 0.9939∼0.9993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수입 향신료 3종은 일정기간 후에도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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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로 생성된 ESR 신호가 남아있어 상온에서 12주 후에도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방

사선 조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25. ESR에 의한 수입향신료의 검지

   7.  Real time PCR을 이용한 새로운 방사선조사 검지기술 개발 가능성 탐색 

  식품원료인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DNA는 방사선에 의하여 파괴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파괴 여부를 신속하게 검출함으로써 기존의 검지 방법들을 개선하고 보다 간편한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PCR 기술을 적용하여 기초 실험을 실시하 다. 본 연구단계

에서는 1차적으로 DNA 염기 조성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 정도를 real time PCR 기기를 이용

하여 정량하 다. Salmonella의 chormosomal DNA에서 GC content의 비율이 30% ~ 70% 정

도가 되는 각각의 유전자를 선별하여 이들의 방사선 감수성을 TE buffer 내에서 측정하 다. 

8개의 AT-rich 유전자와 7개의 GC-rich 유전자를 동일한 mole 비로 혼합하여 방사선 감수성

을 측정한 경우에는 GC content가 약 70%에 해당하는 유전자들만이 3 KGy 이상의 조사선량

에서 다른 유전자들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파괴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하지

만, AT-rich 유전자가 증폭하고자 하는 유전자에 비하여 buffer 내에 과량 포함된 경우에는 

(≧100) 동일한 농도의 GC-rich 유전자가 존재하는 경우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한 파괴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in vivo 내에서도 AT-rich 유전자가 수 kb 이상 존재하

을 경우 이들의 방사선 조사 감수성이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유전자들과 다를 수도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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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을 가능하게 하 다. 

 

        GC-rich template 

   

          AT-rich template 

Figure 3-27. Real time PCR을 이용한 검지 

 

   8.  기타 식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감마선 조사된 인삼 (1.0, 3.0, 5.0, 7.0 kGy)에 대한 Thermoluminescence (TL)검지 결과 TL 

signal은 180-200℃ 전후에서 나타났으며, 조사된 인삼에 대한 정상화된 TL1/TL2의 ratio는 0.5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signal 높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TL의 검지기술은 인삼에 대해서 적용 가능하 다. ESR spectroscopy를 이용

하여 방사선 조사된 수입산 향신료 3종의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ESR 신호 크기의 변화

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조사 직후 감마선 조사된 수입 향신료는 조사시료에서 특유의 신호를 

나타내어 비 조사시료와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다. 모든 적용선량 (1∼10 kGy)의 범위에서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 크기와의 상관계수인 R2 값은 0.9939∼0.9993의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수입 향신료 3종은 상온에서 12주 후에도 ESR spectroscopy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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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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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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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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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의 hydrocarbon류가 검출되었고 저장 8개월 까지도 검출이 가능하여 방사선 조사 marker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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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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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8. Typical ESR spectra of gamma-irradiated dried red pepper at different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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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Electron Spin Resonance (ESR) 그리고 

Thermoluminescence (TL)분석 방법으로 국내 유통 중인 수입 향신료의 감마선 조사여부를 평가하

다. PSL에 의해 1차 실험을 실시한 결과 분쇄 thyme 그리고 bay leaves에서는 의심이 가는 photon 

count값을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향신료에서는 감마선 조사 음성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된(1.0, 

3.0, 5.0, 10.0 kGy) 향신료에 대한 검지실험에서 PSL, TL, ESR 분석이 모두 유효하 다. 

   국내에서 각종 가공식품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건조채소 (양배추, 시금치, 당근, 쑥, 참마)를 

대상으로 ESR spectroscopy를 이용한 검지를 실시하 다. 대상 검체 모두에서 조사선량이 증

가함에 따라 ESR 신호크기가 증가하 으며 상관계수 또한 R
2
 값이 0.9698-0.9915로 높아 정량

적인 측정도 가능하 다. 한편, ESR 신호는 쑥은 9주 이상, 당근, 참마, 시금치는 6-9주간, 양

배추는 4주간 보존 이내에서만 측정이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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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유의적인 검지특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물리적 검지방법인 TL법은 유의적인 검지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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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법의 적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9.  ESR 및 PSL 분석법을 이용한 장류제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품으로 방사선 조사 검지시험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류분말, 고추 

등에 대한 검지시험법은 자체연구 수행을 통하여 확보하 으며 그 결과를 된장분말, 고추장분

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에 대한 적정 검지시험법으로 지정하 다. 분말장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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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SL 분석에서 분말된장, 분말간장, 분말고추장은 비조사 시료와 감마선 조사시료의 구분이 

가능하 으며 분말청국장은 5 kGy 이상에서 판별이 가능하 다. ESR의 경우 분말된장, 분말

간장, 분말고추장은 symmetrical multiple line이 관찰되었으며 청국장은 paramagnetic center

에서 single signal이 나타났다. 한편, ESR 은 10 kGy 조사선량 범위 내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Figure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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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9. ESR spectra of the powdery deonjang (A) kanjang (B) kochujang (C) and 

chungkukjang (D) at the various irradiation doses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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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감마선 조사제품의 휘발성 유기성분 변화 연구

   ① 감마선 조사된 건마늘의 휘발성 유기성분을 비교분석하 다. 건마늘의 휘발성 유기성분 

중 methyl propyl trisulfide는 조사 후 8.561 mg/kg에서 0.391 mg/kg으로 감소하 다. 특히, 

주요 황화합물 중 diallyl disulfide에 대한 diallyl trisulfide의 비율과 3-vinyl-4H-1,2-dithiino에 

대한 2-vinyl-4H-1,3-dithiin의 비율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조사되지 않은 건양파와 3, 10 그리고 20 kGy로 조사된 건양파에서 각각 32, 42, 49 그

리고 48 종의 화합물을 동정하 으며, ester류, aldehyde류, ketone류, alcohol류 그리고 함황화

합물로 확인되었다. 함황화합물류는 비조사와 선량별로 조사된 건양파에서 주요 화합물로 확인

되었으며 선량별로 다른 차이를 보 다. Propanethiol, methyl propyl trisulfide, propenyl 

propyl disulfide 그리고 dipropyl trisulfide와 같은 주요 황함유 화합물들은 10 kGy로 조사된 

시료에서 비조사구보다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20 kGy의 고선량에서는 특이적으로 감소하

다. 그리고 비조사와 조사된 건양파에서 많은 함량으로 검출된 2-methyl-2-pentenal 과 

hexanal은 주요 함황화합물류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그러나 dimethyl disulfide 와 dimethyl 

trisulfide는 10 kGy까지는 감소하다가 20 kGy에서는 증가하는 다른 경향을 보 다. 

   ③ 비조사 및 조사건부추에서 S-compound류(20종), alcohol류(8종), aldehyde류(9종), 기타

화합물(8종) 등 총 45종의 동일한 화합물이 동정되었으며,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 내 유기

화합물의 총량이 감소하 다. dimethyl disulfide와 dimethyl trisulfide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함량이 감소하 으며 20 kGy에서는 특이적으로 증가하 다.

   ④ 비조사된 건고추와 방사선 조사된 건고추의 휘발성 유기성분을 분석하여 조사 후의 휘

발성 유기성분의 변화를 확인하 다. 건고추의 대표적인 휘발성 화합물로는 pyridine, furfural, 

benz- aldehyde, linalool, δ-nerolidol, (E)-β-caryophyllene, α-curcumene 및 α-zingibirene 등이었

으며,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함량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동정된 화합물 중 

1-hepten-3-ol 의 함량은 방사선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점점 감소하 다. 특히 

1,3,-bis[1,1-dimethylethyl]-benzene은 방사선 조사된 건고추에서만 검출되었으며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그 함량이 점차 증가하 다.

11. 난분 및 장류제품의 감마선 조사 여부 검지기술

 우리나라의 독특한 식품으로 방사선 조사 검지시험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장류분말, 고추 

등에 대한 검지시험법은 자체연구 수행을 통하여 확보하 으며 그 결과를 된장분말, 고추장분

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에 대한 적정 검지시험법으로 지정하 다. 분말장류

의 PSL 분석에서 분말된장, 분말간장, 분말고추장은 비조사 시료와 감마선 조사시료의 구분이 

가능하 으며 분말청국장은 5 kGy 이상에서 판별이 가능하 다. ESR의 경우 분말된장, 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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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분말고추장은 symmetrical multiple line이 관찰되었으며 청국장은 paramagnetic center

에서 single signal이 나타났다. 한편, ESR 은 10 kGy 조사선량 범위 내에서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국제적으로 방사선 조사 검지시험법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난분에 

대한 검지시험법을 확보하여 검지시험법으로 지정하 음. 

  12.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방법 개발 및 확립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검지기술의 개발 및 확립에 관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현, 식품공전 제 3, 6, 7)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가공식

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및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

분에 대한 방사선 조사검지 표준시험법 확립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국내외 연구내용 및 조사식

품의 검지시험법안 등을 비교 분석하여 물리적 검지, 화학적 검지, 생물학적 검지 시험법 등의 

주요 시험법을 표준시험법으로 구축한 다음, 각 품목(군)의 최적시험법을 지정하고, 원료의 전

처리, 시험방법, 결과의 평가 등 각 품목(군)별로 특이적인 내용은 별도 세항으로 규정하는 방

안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표준시험법은 일반적으로 1) 기기, 2) 시약 및 시

액, 3) 실험방법 또는 기기조작, 4) 평가기준의 세부항목이 포함되도록 하 으며 향후 가칭 “방

사선조사식품의 검지 표준시험법”(안) 제정과정에서 보다 표준화가 가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

다. 연구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하여 향후 식품공전의 조사식품 검지시험법 제정에 활

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 다. 현재까지 도출된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시험법(안)의 기본체계는 

아래와 같다. 

Ⅰ. 물리적 측정 방법 

1. 열발광(thermoluminescence) 측정법

1.1. 기기 

1.2. 시약 및 시액 

1.3. 시험방법

1.4. 검지대상 식품 및 조사여부의 판정

2. 광여기(photoluminescence) 발광 측정법 

3. 자유기(free-radical) 측정법

Ⅱ. 화학적 방법

1. Hydorcarbones 측정법

2. 2-alkylcyclobutanones 측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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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물학적 방법

1. 미생물 검지방법 (DEFT/APC screening method)

2. DNA 측정법 (Comet Assay)

최종적으로 당해연도에 예정된 방사선조사 허가품목의 검지시험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 다. 

■ 건조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Ⅰ. 물리적 검지방법, 1. TL 법 및 

3. ESR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 가공식품제조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Ⅰ. 물리적 검지방법, 

3. ESR 측정법과 Ⅱ. 화학적 검지방법, 1. Hydrocarbon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

한다. 

■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Ⅰ. 물리적 검지방법, 2. PSL 

측정법 및 3. ESR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는 Ⅰ. 물리적 검지방법, 2. PSL 측정법 

및 3. ESR 측정법을 표준시험법으로 정하여 판정한다. 

가.  물리적 방법을 적용한 건조향신료의 모니터링

▶ 식품용으로 유통되는 분말 향신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0여종의 시

료를 회사 및 생산지별로 수거 하 으며, 방사선 조사여부에 대한 빠른 검지분석법으로 향신료 

및 건조채소류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PSL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연구의 진행은 대상 시료군에 대하여 PSL을 통한 1차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 으며, 

PSL을 통해 조사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범위(700∼5,000 photon counts 사이)의 시료들에 대한 

정성적 확인시험은 TL 분석방법을 적용하 다. 수집된 80여종의 건조향신료를 PSL 방법을 통

해 분석한 결과, 방사선이 조사된 것으로 판명된 시료는 프랑스산 오레가노 1종과 중국산 마늘

분 1종이었으며,  방사선조사 의심시료(Intermediate)는 4종이 발견되었다(Table 3-4). 

▶  의심시료로 확인된 4종의 시료에 대해서는 EN 1788을 참고하여 TL 방법을 적용하 으며, 

최소 검지치(MDL)를 비교한 다음 실험을 진행하 다. 분석결과 4종의 의심시료 중 미국산 마

늘분과 말레이지아산 흑후추에서는 150℃ 전후로 해서 TL glow curve가 확인되었으며, 중국

산 마늘분과 터키산 큐민에서는 TL glow curve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normalization을 통

한 TL ratio (TL1/TL2)의 산출 결과에서도 미국산 마늘분과 말레이지아산 흑후추에서는 조사

된 시료에서 나타나는 범위의  TL ratio를 나타내어 방사선 조사 양성(positive)으로 최종 판정

되었다. 그러나 중국산 마늘분과 터키산 큐민에서는 비조사 범위의 TL ratio인 0.1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시료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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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8.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determinations of dried food materials

품목 생산지 결과 품목 생산지 결과

월계수잎
A사(터키) 414.3 (-)

흑후추
K사(이탈리아) 316.0 (-)

B사(터키) 352.3 (-) L사(일본) 290.0 (-)

오레가노

A사(프랑스) 6470.3 (+)

큐민

A사(이란) 294.7 (-)

B사(터키) 452.0 (-) B사(일본) 484.0 (-)

C사(미국) 349.0 (-) C사(인도) 427.3 (-)

D사(멕스코) 287.3 (-) D사(터키) 806.7 (M)

E사(벨기에) 339.7 (-)
터메릭

A사(인도) 280.7 (-)

F사(터키) 395.7 (-) B사(인도) 355.3 (-)

G사(터키) 490.0 (-)

칠리파우더

A사(미국) 378.7 (-)

H사(스위스) 378.0 (-) B사(인도) 327.0 (-)

I사(이탈리아) 457.3 (-) C사(벨기에) 376.0 (-)

타임

A사(프랑스) 397.3 (-) D사(인도) 354.7 (-)

B사(스페인) 670.3 (-)

고춧가루

A사(매운맛) 399.7 (-)

C사(스페인) 365.3 (-) A사(순한맛) 382.3 (-)

A사(벨기에) 368.0 (-) B사(김치용) 306.0 (-)

B사(미국) 335.7 (-) C사(조미용) 570.7 (-)

C사(터키) 503.3 (-) C사(태양초) 337.7 (-)

D사(터키) 379.0 (-)

계피

A사(베트남) 274.7 (-)

E사(스위스) 396.3 (-) B사(미국) 320.7 (-)

파슬리

A사(프랑스) 322.3 (-) C사(벨기에) 291.3 (-)

B사(이스라엘) 387.0 (-) D사(싱가포르) 311.3 (-)

C사(미국) 330.0 (-) E사(베트남) 331.7 (-)

D사(미국) 333.7 (-) F사(중국/베트남) 344.3 (-)

E사(네덜란드) 405.3 (-) G사(인도네시아) 327.3 (-)

F사(이스라엘) 341.7 (-) H사(이탈리아) 267.3 (-)

G사(프랑스) 334.0 (-) I사(일본) 295.3 (-)

H사(스위스) 388.7 (-)

마늘분

A사(미국) 3146.7 (M)
I사(일본) 380.0 (-)

B사(중국) 1761.7 (M)

바질
A사(이집트) 282.0 (-)

C사(중국) 123650.0 (+)B사(일본) 344.7 (-)

흑후추

A사(말레이지아) 231.7 (-)

생강분

A사(미국) 406.3 (-)

B사(말레이지아) 279.0 (-) B사(중국) 400.7 (-)

C사(미국) 314.0 (-) C사(중국) 488.3 (-)

D사(인도) 279.7 (-) D사(중국) 413.3 (-)

E사(말레이지아) 310.3 (-) 양파분 A사(미국) 372.0 (-)

F사(말레이지아) 293.0 (-)
산초분

A사(중국) 329.3 (-)

G사(말레이지아) 1612.3 (M) B사(일본) 350.7 (-)

H사(말레이지아) 366.0 (-)

와사비분

A사(중국 51%) 544.0 (-)

I사(말레이지아) 269.3 (-) B사(중국 75%) 327.0 (-)

J사(말레이지아) 322.0 (-) C사(중국 51%) 501.7 (-)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M)＜T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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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9.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intermediate samples

Samples TL ratio (TL1/TL2) Results

마늘분 (미국A사) 0.168 +

마늘분 (중국B사) 0.019 -

흑후추 (말레이지아G사) 9.149 +

큐민 (터키D사) 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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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0. Typical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spices.

나. 물리적 방법을 적용한 라면수프류 및 복합조미식품의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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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조향신료의 조제품으로 수거된 시료는 라면수프류 37종과 카레제품 14종 그리고 복합조

미식품 17종으로 총 68종의 향신료 조제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여부를 모니터링하 다. 수집된 

68종의 향신료 조제품에 대해 EN13751을 참고하여 PSL 방법을 적용하 다. 라면수프류의 경

우 PSL system에 설정된 positive (5,000 photon count 이상)로 판명된 시료가 A사에서 7종, 

B사 6종, C사 5종 그리고 D사에서 1종이 확인되었다. 복합조미식품에서는 F사 5종, G사 5종 

그리고 H사에서 4종이 양성(positive)시료로 확인되었다(Table 3-50). 

▶ 라면수프류와 복합조미식품의 회사별 시료 중 방사선조사 의심시료는 총 17여종이 확인되

었으며, TL 방법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 결과 15종에서 150℃ 전

후에서 1차 glow curve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2종의 시료에서는 glow curve가 확인되지 않았

다. 또한 normalization을 통한 TL ratio (TL1/TL2)의 산출 결과에서도 glow curve가 확인된 

15종의 시료에서 0.395∼8.214 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로 판단하 으며, 

150℃부근에서 glow curve가 확인되지 않은 1종의 시료에서는 0.072의 TL ratio 값을 나타내

었다. 이는 비조사 범위(0.1 이하)의 값으로 비조사 시료로 판단하 다(Table 3-51, Figure 

3-31). 

Table 3-50.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determinations of dried food materials

제조사 품목 결과 제조사 품목 결과

A사

A-1-soup 435 (-)

D사

D-3-flake 386.0 (-)

D-4-soup 435.3 (-)
A-1-별첨 12293.7 (+)

D-4-flake 396.3 (-)
A-2-flake 31301.5 (+)

D-5-soup 486.3 (-)
A-3-soup 650.7 (-)

D-5-flake 373.0 (-)
A-3-flake 7229.5 (+)

D-6-soup 355.0 (-)
A-4-soup 2040.3 (M)

D-7-soup 374.3 (-)

A-5-soup 47331.3 (+)
D-8-soup 423.7 (-)

A-5-flake 12476.0 (+) D-9-soup 432.7 (-)

A-6-soup 963.0 (M) D-10-soup 520.7 (-)

A-6-flake 27959.5 (+) D-11-soup 570.7 (-)

A-7-soup 1297.0 (M) D-11-flake 481.0 (-)

A-8-soup 500.0 (-) E사 E-1-soup 440.0 (-)

A-9-soup 656.7 (-)

F사

F-1 10392365.3 (+)

A-10-soup 8982.7 (+) F-2 676654.7 (+)

A-10-flake 17708.5 (+) F-3 4669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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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M)＜T2, (+)＞T2

A-11-soup 1524.7 (M) F-4 13523.3 (+)

F-5 190906.3 (+)
A-11-flake 31244.3 (+)

B사

F-6 367.0 (-)
B-1-soup 481.3 (-)

F-7 734.7 (M)
B-1-flake 79594.5 (+)

F-8 1433.3 (M)

B-2-soup 1524.3 (M)
F-9 1021.3 (M)

B-3-soup 568.0 (-) F-10 609.3 (-)

B-3-flake 55069.0 (+)

G사

G-1 33453.7 (+)

B-4-soup 911.0 (M) G-2 2811.7 (M)

B-5-soup 19437.5 (+) G-3 33249.7 (+)

B-5-flake 570.7 (-) G-4 55935.3 (+)

B-6-soup 11439.0 (+) G-5 53757.0 (+)

B-6-flake 34749.3 (+) G-6 14200.7 (+)

B-7-soup 2915.0 (M)

H사

H-1 43573.3 (+)

B-7-flake 31991.0 (+) H-2 32738.3 (+)

B-8-soup 3142.3 (M) H-3 17894.0 (+)

C사

H-4 73134.7 (+)
B-8-flake 44848.0 (+)

I사

I-1 362.7 (-)
C-1-soup 480.3 (-)

I-2 404.0 (-)

C-2-soup 912890.7 (+)
I-3 372.0 (-)

C-2-flake 5932.0 (+) I-4 436.0 (-)

C-3-soup 5189.0 (+) I-5 341.0 (-)

C-4-soup 4157.3 (M) I-6 1036.7 (M)

C-4-flake 23084.0 (+) I-7 390.7 (-)

C-5-soup 4365.0 (M) I-8 476.0 (-)

C-6-soup 18645.3 (+) I-9 902.0 (M)

C-6-lake 31410.0 (+) I-10 583.7 (-)

D-1-soup 80331.7 (+)

D사

I-11 293.0 (-)

D-1-flake 640.7 (-) I-12 490.3 (-)

D-2-soup 404.7 (-)

J사

J-1 440.3 (-)

D-2-flake 631.7 (-) J-2 1938.3 (M)

D-3-soup 405.7 (-) J-3 4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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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1.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intermediate samples

품목 TL ratio (TL1/TL2) 결과

A-4-soup (K) 8.200 +

A-6-soup (P) 1.335 +

A-7-soup (L) 4.016 +

A-11-soup (A) 3.679 +

B-2-soup (J) 5.477 +

B-4-soup (G) 8.200 +

B-7-soup (F) 2.896 +

B-8-soup (O) 8.214 +

C-4-soup (N) 5.444 +

C-5-soup (B) 3.762 +

F-7 (C) 1.967 +

F-8 (D) 0.395 +

F-9 (E) 6.770 +

G-2 (I) 6.954 +

I-6 (M) 0.072 -

I-9 (Q) 8.214 +

J-2 (H) 6.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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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1. Typical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spic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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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리적 방법을 적용한 감자, 양파, 마늘의 모니터링

▶ 감자, 양파, 마늘에 대한 국내 방사선조사 허용선량은 0.15 kGy로써 발아억제 등을 위해 방

사선 조사가 이용되고 있다. 감자의 경우에는 강원일대에서 주로 재배되며, 양파, 마늘은 전남, 

경남, 경북 등 전국에서 재배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 농산물의 최대 수입국은 호주, 중국, 미국 

등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되는 감자, 양파 및 마늘에 대해 시료별 50건을 수거하여 PSL 

방법을 적용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 하 다. 그 결과는 Table (3-52∼3-54)에 나타낸 바

와 같으며, 감자, 양파 그리고 마늘의 모든 시료에서 방사선 조사 negative 범위(700 photon 

counts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국내 유통되는 감자, 양파 그리고 마늘은 방사선 조사

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52.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determinations of potatoe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1 413 (-) 18 551 (-) 35 523 (-)

2 478 (-) 19 433 (-) 36 341 (-)

3 623 (-) 20 466 (-) 37 375 (-)

4 383 (-) 21 652 (-) 38 671 (-)

5 595 (-) 22 567 (-) 39 425 (-)

6 654 (-) 23 325 (-) 40 403 (-)

7 389 (-) 24 540 (-) 41 394 (-)

8 618 (-) 25 598 (-) 42 525 (-)

9 413 (-) 26 472 (-) 43 573 (-)

10 969 (-) 27 362 (-) 44 492 (-)

11 647 (-) 28 622 (-) 45 682 (-)

12 633 (-) 29 315 (-) 46 425 (-)

13 577 (-) 30 437 (-) 47 312 (-)

14 342 (-) 31 336 (-) 48 463 (-)

15 439 (-) 32 603 (-) 49 613 (-)

16 468 (-) 33 324 (-) 50 325 (-)

17 659 (-) 34 541 (-)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M)＜T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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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3.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determinations of onion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1 371 (-) 18 473 (-) 35 305 (-)

2 592 (-) 19 461 (-) 36 225 (-)

3 692 (-) 20 414 (-) 37 594 (-)

4 451 (-) 21 569 (-) 38 505 (-)

5 414 (-) 22 623 (-) 39 675 (-)

6 393 (-) 23 368 (-) 40 652 (-)

7 543 (-) 24 473 (-) 41 370 (-)

8 360 (-) 25 431 (-) 42 467 (-)

9 587 (-) 26 582 (-) 43 313 (-)

10 594 (-) 27 330 (-) 44 456 (-)

11 426 (-) 28 300 (-) 45 282 (-)

12 312 (-) 29 665 (-) 46 637 (-)

13 460 (-) 30 401 (-) 47 378 (-)

14 315 (-) 31 659 (-) 48 424 (-)

15 493 (-) 32 645 (-) 49 561 (-)

16 318 (-) 33 600 (-) 50 300 (-)

17 389 (-) 34 358 (-)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M)＜T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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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4.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determinations of garlics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M)＜T2, (+)＞T2

라.  방사선 조사된 감자, 양파, 마늘의 물리적 검지특성

▶ 방사선 조사된 감자에 대한 검지 특성을 확인하고자 국내 허용선량인 0.15 kGy로 조사를 

실시하여 PSL 및 TL 분석을 실시하 다. 감자의 경우에는 다량의 mineral이 표피부위에 부착

되어있어 다른 시료들과의 mineral 혼입이 없이 껍질 부위를 잘라 whole sample 그대로를 측

정용 dish (50 mm∅, Bibby Sterilin type 122, Glasgow, UK)에 담아 PSL 분석을 실시하 다. 

이때 모든 실험들은 빛에 의한 photon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암실에서 실험을 진행하 으며, 

PSL의 dark counts는 34.2±2.5, Light counts는 32±2.0 이었다. 측정 결과는 Table 3-55과 같

으며, 4종의 시료를 제외하고는 0.15 kGy의 선량률에서도 PSL을 통한 감자의 조사여부를 확인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1 672 (-) 18 657 (-) 35 250 (-)

2 542 (-) 19 487 (-) 36 335 (-)

3 573 (-) 20 697 (-) 37 660 (-)

4 352 (-) 21 158 (-) 38 340 (-)

5 455 (-) 22 441 (-) 39 361 (-)

6 422 (-) 23 294 (-) 40 457 (-)

7 386 (-) 24 417 (-) 41 561 (-)

8 321 (-) 25 570 (-) 42 632 (-)

9 372 (-) 26 541 (-) 43 685 (-)

10 353 (-) 27 645 (-) 44 262 (-)

11 391 (-) 28 519 (-) 45 333 (-)

12 411 (-) 29 288 (-) 46 294 (-)

13 502 (-) 30 640 (-) 47 487 (-)

14 311 (-) 31 270 (-) 48 394 (-)

15 419 (-) 32 465 (-) 49 627 (-)

16 326 (-) 33 456 (-) 50 404 (-)

17 522 (-) 34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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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한편 조사된 50종의 감자를 TL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3-13, Fig. 3-8과 같으

며, glow curve의 peak intensity와 curve형태가 시료별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시료에 따라 TL ratio는 0.109∼1.094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이와 관련하여 Autio와 

Pinnioja, Kwon 등은 토양으로부터 유래되는 mineral에서 quartz에 대한 feldspar의 조성비가 

높을수록 더욱 높은 peak를 나타낸다고 하 으며(1990), Sinikka 등도 mineral의 조성이 

luminescence intensity에 향을 준다고 보고하 다(1999). 따라서 좀 더 정확한 검지기술 표

준화를 위해서는 방사선과 mineral 조성에 관한 보다 깊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TL ratio의 산출 결과 50종의 감자시료 모두 조사시료로 판단할 수 있는 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0.15 kGy의 방사선 조사로 TL방법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55.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determinations of potatoe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1 171255 (+) 18 19704 (+) 35 4110665 (+)

2 3324828 (+) 19 644828 (+) 36 51228 (+)

3 20106 (+) 20 2168 (M) 37 17350 (+)

4 186915 (+) 21 11508 (+) 38 10231 (+)

5 164184 (+) 22 61577 (+) 39 8125 (+)

6 606221 (+) 23 27541 (+) 40 63361 (+)

7 2003934 (+) 24 90054 (+) 41 32140 (+)

8 135321 (+) 25 290145 (+) 42 154240 (+)

9 34947 (+) 26 32582 (+) 43 67950 (+)

10 65921 (+) 27 5822 (+) 44 28082 (+)

11 45484 (+) 28 261143 (+) 45 34812 (+)

12 170151 (+) 29 69782 (+) 46 1520 (M)

13 4069 (M) 30 3400122 (+) 47 5902 (+)

14 6368 (+) 31 24113 (+) 48 30321 (+)

15 10009 (+) 32 9602 (+) 49 6210 (+)

16 7673 (+) 33 83061 (+) 50 1125 (M)

17 18519 (+) 34 31006 (+)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M)＜T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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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6.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potatoes

Coded

No

TL ratio 

(TL1/TL2)

Coded

No

TL ratio 

(TL1/TL2)

Coded

No

TL ratio 

(TL1/TL2)

1 0.292 (+) 18 0.466 (+) 35 0.120 (+)

2 0.431 (+) 19 0.981 (+) 36 0.358 (+)

3 0.761 (+) 20 0.368 (+) 37 0.329 (+)

4 0.509 (+) 21 0.705 (+) 38 0.293 (+)

5 0.575 (+) 22 0.700 (+) 39 0.109 (+)

6 0.503 (+) 23 0.980 (+) 40 0.128 (+)

7 0.681 (+) 24 0.571 (+) 41 0.538 (+)

8 0.512 (+) 25 0.598 (+) 42 0.154 (+)

9 0.537 (+) 26 0.300 (+) 43 0.186 (+)

10 1.018 (+) 27 0.323 (+) 44 1.094 (+)

11 0.815 (+) 28 0.628 (+) 45 0.580 (+)

12 0.732 (+) 29 0.270 (+) 46 0.901 (+)

13 0.854 (+) 30 0.409 (+) 47 0.313 (+)

14 0.983 (+) 31 0.574 (+) 48 0.490 (+)

15 0.963 (+) 32 0.270 (+) 49 1.313 (+)

16 0.628 (+) 33 0.551 (+) 50 1.090 (+)

17 0.459 (+) 34 0.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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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2. Stability of TL glow curve of minerals seperated from 0.15 kGy irradiated 

potat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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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2. Continued



179

Figure 3-32.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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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에 대한 검지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허용선량인 0.15 kGy로 감마선조사를 실

시한 다음 PSL 및 TL의 검지특성 변화를 확인하 다. 양파의 경우에는 감자와 마늘에 비해 

부착된 mineral이 적었으며, 다소 mineral의 부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외피와 뿌리부위를 

채취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그 결과는 Table 3-57, 3-58 및 Figure 3-33.와 같으며, PSL 

측정결과는 767에서 63,552 정도의 범위로 photon count가 측정되어 감자나 마늘에 비해서 

photon count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식품에 존재하는 mineral의 함량에 의존적인 PSL

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함께 TL 결과에서는 감자와 마늘시료와 마찬가지로 모

든 시료에서 다양한 형태의 glow curve를 150℃ 부근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TL ratio 산출 

결과에서도 조사시료로 판단할 수 있는 TL ratio 범위인 0.1 이상인 0.107∼1.029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0.15 kGy의 선량에서도 TL을 적용한 방사선 조사여부의 확인은 가능하 다(Table 

3-58).

Table 3-57.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determinations of onion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1 17727 (+) 18 4035 (M) 35 8313 (+)

2 4558 (M) 19 2090 (M) 36 6415 (+)

3 7152 (+) 20 1750 (M) 37 767 (M)

4 79749 (+) 21 6489 (+) 38 812 (M)

5 63552 (+) 22 4855 (M) 39 7530 (+)

6 11370 (+) 23 1995 (M) 40 1050 (M)

7 4216 (M) 24 3077 (M) 41 3877 (M)

8 1570 (M) 25 975 (M) 42 2680 (M)

9 2926 (M) 26 8460 (+) 43 8312 (+)

10 1939 (M) 27 3200 (M) 44 3086 (M)

11 2277 (M) 28 1385 (M) 45 2950 (M)

12 5423 (+) 29 1900 (M) 46 1675 (M)

13 1885 (M) 30 8200 (+) 47 7675 (+)

14 3860 (M) 31 7270 (+) 48 28605 (+)

15 1925 (M) 32 4470 (M) 49 918 (M)

16 2400 (M) 33 2720 (M) 50 3700 (M)

17 7600 (+) 34 2360 (M)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M)＜T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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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8.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onions

Coded

No

TL ratio 

(TL1/TL2)

Coded

No

TL ratio 

(TL1/TL2)

Coded

No

TL ratio 

(TL1/TL2)

1   0.594 (+) 18 0.316 (+) 35 0.826 (+)

2  0.646 (+) 19  0.133 (+) 36 0.130 (+)

3  0.471 (+) 20 0.207 (+) 37 0.947 (+)

4  0.686 (+) 21 0.260 (+) 38 0.276 (+)

5  0.188 (+) 22 0.120 (+) 39 0.402 (+)

6  0.233 (+) 23  0.157 (+) 40 0.570 (+)

7  0.183 (+) 24  0.160 (+) 41 0.363 (+)

8  0.107 (+) 25   0.899 (+) 42 0.756 (+)

9  0.290 (+) 26  0.812 (+) 43 0.899 (+)

10  0.348 (+) 27  0.660 (+) 44 0.189 (+)

11  0.223 (+) 28   0.120 (+) 45 0.712 (+)

12  0.205 (+) 29  0.712 (+) 46 0.223 (+)

13  0.516 (+) 30  0.266 (+) 47 0.318 (+)

14  0.207 (+) 31  1.029 (+) 48 0.132 (+)

15  0.298 (+) 32  0.540 (+) 49 0.270 (+)

16  0.391 (+) 33  0.371 (+) 50 0.312 (+)

17  0.112 (+) 34  0.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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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3. Stability of TL glow curve of minerals seperated from 0.15 kGy irradiated 

o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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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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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3.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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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를 위하여 PSL 및 TL 방법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PSL 측정결과는 Table 3-59과 같이 0.15 kGy의 선량에서는 1730에서 548975정도의 범위로 

photon count를 나타내었으며, 이 중 3종의 시료군에서는 방사선조사 의심범위(700에서 5,000 

photon counts 사이)를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TL 분석결과에서는 50종 모두 150 

℃ 부근에서 glow curve를 나타내었으며, 조사된 시료로 판단할 수 있는 0.1 이상의 TL ratio 

범위인 0.107∼1.029의 값으로 나타나(Table 3-60, Figure 3-34), 0.15 kGy로 조사된 마늘에 대

하여 TL 및 PSL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3-59.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determinations of garlic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Coded

No
Results

1 11408 (+) 18 11272 (+) 35 81750 (+)

2 11402 (+) 19 17665 (+) 36 5184 (+)

3 227117 (+) 20 8511 (+) 37 28991 (+)

4 74433 (+) 21 32050 (+) 38 6730 (+)

5 74746 (+) 22 43841 (+) 39 8385 (+)

6 7165 (+) 23 13910 (+) 40 10525 (+)

7 12244 (+) 24 1730 (M) 41 52902 (+)

8  21773 (+) 25 6758 (+) 42 10320 (+)

9 548975 (+) 26 10846 (+) 43 7531 (+)

10 30332 (+) 27 6283 (+) 44 9901 (+)

11 6485 (+) 28 11884 (+) 45 2966 (M)

12 27609 (+) 29 8786 (+) 46 79284 (+)

13 10850 (+) 30 5100 (+) 47 8372 (+)

14 4455 (M) 31 13196 (+) 48 17427 (+)

15 16668 (+) 32 7217 (+) 49 7350 (+)

16 8409 (+) 33 7192 (+) 50 7996 (+)

17 115031 (+) 34 25538 (+)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M)＜T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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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0.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garlics

Coded

No

TL ratio 

(TL1/TL2)

Coded

No

TL ratio 

(TL1/TL2)

Coded

No

TL ratio 

(TL1/TL2)

1 0.933 (+) 18 0.234 (+) 35 0.650 (+)

2 0.785 (+) 19 0.923 (+) 36 0.412 (+)

3 0.796 (+) 20 0.332 (+) 37 0.311 (+)

4 0.825 (+) 21 1.172 (+) 38 0.230 (+)

5 0.702 (+) 22 1.030 (+) 39 0.110 (+)

6 0.560 (+) 23 0.110 (+) 40 0.725 (+)

7 0.804 (+) 24 0.112 (+) 41 0.540 (+)

8 0.204 (+) 25 1.453 (+) 42 0.223 (+)

9 0.431 (+) 26 1.158 (+) 43 0.750 (+)

10 0.149 (+) 27 1.089 (+) 44 0.230 (+)

11 0.853 (+) 28 1.089 (+) 45 0.299 (+)

12 0.270 (+) 29 1.056 (+) 46 0.432 (+)

13 0.523 (+) 30 0.205 (+) 47 0.370 (+)

14 0.684 (+) 31 0.166 (+) 48 0.552 (+)

15 0.172 (+) 32 0.520 (+) 49 0.115 (+)

16 0.243 (+) 33 0.320 (+) 50 0.901 (+)

17 0.795 (+) 34 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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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4. Stability of TL glow curve of minerals seperated from 0.15 kGy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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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lics

Figure 3-34.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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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4. Continued

마. Ring Test

▶ 본 연구는 첨부된 자료인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방법(안) 18페이지를 바탕으로 3곳(한국원자

력연구소 정읍분소 방사선연구원, 경북대학교, (주)농심)의 참여기관을 통하여 Ring Test를 실

시하 다. 즉, 그린피아기술(주)로부터 무작위로 표기된 미지의 시료(라면수프, 감자, 건조향신

료 각 3종)를 받아서 TL 분석을 실시하 다. 그 결과, Table 3-61과 같이 각 시료의 T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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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o. 3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사가 된 것으로 판단하 다. 3곳의 TL ratio 결과는 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이는 glow curve의 면적 범위 설정차이 및 추출된 미네랄의 양의 

차이로 사료되나, 3개 기관에서 분석된 TL ratio값이 방사선 조사선량에 의존적으로 변화됨이 

확인되어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방법(안)을 통한 TL 분석의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61. Ring Test of Unknown samples by TL analysis

Samples No.
E. Results1) (TL ratio) 실제조사선량

(kGy)방사선연구원 경북대 (주) 농심

라면수프

1 ○(2.479) ○(2.531) ○(2.609) 0.3

2 ○(1.421) ○(1.543) ○(1.761) 0.15

3 ×(0.009) ×(0.010) ×(0.011) 0

감자

1 ○(1.240) ○(1.025) ○(1.320) 0.3

2 ○(0.782) ○(0.630) ○(0.819) 0.15

3 ×(0.002) ×(0.007) ×(0.003) 0

건조향신료

1 ○(1.409) ○(1.471) ○(1.603) 0.3

2 ○(0.890) ○(0.925) ○(1.187) 0.15

3 ×(0.011) ×(0.006) ×(0.028) 0

1)
 E. Result : Estimated Result 

바.  곡류ㆍ두류 및 분말

     국내산 및 중국산 곡류 6종과 두류 8종의 PSL 측정 결과, 곡류 중 기장, 율무 및 진흑미의 비

조사 시료에서 297.67∼358.33 범위의 photon count를 나타내어 lower threshold value 이하의 

negative한 값을 보 다. 한편, 한국산 진흑미 시료를 제외한 모든 조사시료에서는 upper threshold 

value인 5000 이상의 photon count를 보여 양성 시료로 판단할 수 있었다(Table 3-62). 

     분말화된 국내산과 중국산 곡류의 PSL 측정 결과, 중국산 진흑미와 찰흑미의 경우 비조사 시료

의 photon count는 700 이하로, 조사시료의 photon count는 5000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한국

산 진흑미와 찰흑미의 photon count는 비조사 시료의 경우 700 이하의 negative한 photon count가 

측정되었으나, 조사시료의 photon count는 1813.33∼2341.67의 방사선조사 의심정도의 값이 측정되어 

PSL 적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Table 3-63).

     국내산 및 중국산 두류 8종의 PSL 측정 결과 적두, 거두, 서목태 및 서리태의 비조사 시료에서 

293.33~480.00 범위의 photon count를 나타내어 lower threshold value 이하의 negative한 값을 보

으며, 모든 조사시료에서는 upper threshold value인 5000 이상의 photon count를 보여 양성시료로 

판단할 수 있었다(Table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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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방사선조사시료가 선량에 의존적으로 photon count의 변화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미지시

료의 조사여부를 screening 하는 수단으로만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방사선 조사된 한국산 및 중

국산 곡류와 두류의 TL 검지 특성을 측정한 결과(Figure 3-35∼3-45), 곡류와 두류 모두 TL 

first glow curve(TL1)에서 조사 여부에 따른 peak의 온도범위(150∼250℃)와 peak intensity의 

분명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조사시료의 선량증가에 따른 intensity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산 및 중국산 곡류와 두류 분말 시료의 경우 혼입되어 있는 미네랄의 

양이 적고 분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한국산 및 중국산 곡류와 두류의 ESR 검지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3-46∼3-55와 같다. 곡류 시료의 경우 single line의 signal 형태로 특이

적인 signal이 측정되지는 않았지만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signal intensity의 증가를 보여주

었다. 두류의 경우, 밤양대와 강낭콩의 조사시료에서 cellulose 유래의 triplet 형태의 signal이 

측정되었으며,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특이 signal의 증가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밤양대와 강낭

콩을 제외한 두류 시료의 ESR signal은 일반적인 형태의 single line이 측정되었으며, 조사선량

의 증가에 따른 signal intensity의 증가도 확인되었으므로 곡류와 두류의 방사선 조사 여부 판

별에는 ESR의 적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62.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irradiated grains at different 

doses               

                                                                         (Unit : photon count/60 sec)

Samples
Irradiated dose (kGy)

0 2.5 5.0

기장
국산 340.67(-)

1)
6400.00(+) 11586.67(+)

중국산 513.00(-) 50621.67(+) 66614.00(+)

율무
국산 358.33(-) 35136.67(+) 51908.67(+)

중국산 343.33(-)  6426.67(+) 38101.33(+)

진흑미
국산 297.67(-) 2617.67(M) 2552.67(M)

중국산 349.67(-) 31406.00(+) 32181.67(+)

옥수수
국산 357.33(-) 10532.67(+) 12989.67(+)

미국산 325.33(-) 6547.33(+) 8668.33(+)

수수
국산 280.00(-) 5382.00(+) 6484.33(+)

중국산 322.67(-) 8563.67(+) 14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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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 (M)〈T2, (+) 〉T2.

Table 3-63.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irradiated grain powders at 

different doses                                           (Unit : photon count/60 sec)

1)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 (M)〈T2, (+) 〉T2.

밀
국산 322.33(-) 21841.00(+) 28453.67(+)

미국산 330.00(-) 26187.67(+) 34208.67(+)

청차조
국산 304.00(-) 4208.00(+) 6825.00(+)

중국산 320.33(-) 9421.00(+) 10417.33(+)

Samples
Irradiated dose (kGy)

0 2.5 5.0

기장
국산 325.00(-)

1)
6378.33(+) 8183.00(+)

중국산 328.67(-) 85769.67(+) 102696.30(+)

율무
국산 349.33(-) 11593.33(+) 20796.67(+)

중국산 465.67(-) 3688.67(M) 4073.00(+)

수수
국산 340.67(-) 14261.67(+) 21084.33(+)

중국산 337.33(-) 11824.33(+) 21708.00(+)

밀
국산 382.33(-) 7759.00(+) 9900.67(+)

미국산 362.33(-) 11322.33(+) 42192.00(+)

청차조

국산 329.67(-) 7853.67(+) 9361.00(+)

중국산 564.00(-) 10373.33(+) 12133.33(+)

찰흑미
국산 327.00(-) 1853.00(M) 1813.33(M)

중국산 337.67(-) 19206.00(+) 27889.33(+)

진흑미
Korea 353.33(-) 1189.67(M) 2341.67(M)

China 1023.0(-) 58122.33(+) 1051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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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4.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irradiated legumes at 

different doses                                                         

                                                                         (Unit : photon count/60 sec)

Samples

Irradiated dose (kGy)

0 2.5 5.0

적두
국산   332.67(-)

1)   44802.67(+)  80827.33(+)

중국산   293.33(-)   42280.33(+)  83471.33(+)

거두
국산   300.67(-)   47368.33(+)  77839.33(+)

중국산   350.00(-)   91562.33(+) 146328.30(+)

백태
국산 389.00(-)  103874.30(+)  92548.67(+)

중국산 131856.00(+)  191203.30(+)  89984.00(+)

서목태
국산 340.33(-)9   90485.67(+)  96774.00(+)

중국산 341.33(-)  169424.30(+)  172879.00(+)

서리태
국산 480.00(-)   98675.67(+)  124746.70(+)

중국산 323.00(-)    76917.33(+)  203858.30(+)

밤양대
국산 294.00(-)   14141.00(+)  17208.33(+)

중국산 333.33(-)   34403.33(+) 51351.67(+)

강낭콩
국산 274.00(-)   10727.00(+) 22422.00(+)

중국산 337.00(-)   48152.00(+) 75532.67(+)

1)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 (M)〈T2, (+)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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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5.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irradiated legume powders at 

different doses                                  

                                                                         (Unit : photon count/60 sec)

1)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 (M)〈T2, (+)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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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5.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millet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Samples

Irradiated dose (kGy)

0 2.5 5.0

적두
국산   352.33(-)

1)
17692.33(+) 20062.33(+)

중국산 334.67(-) 11725.33(+) 13072.33(+)

거두
국산 360.67(-) 56435.67(+) 80459.67(+)

중국산 424.33(-)  37348.67(+) 53917.67(+)

백태
국산 286.00(-) 14404.33(+) 15213.00(+)

중국산 298.33(-)  36040.33(+) 41671.33(+)

서목태
국산 493.67(-) 10848.67(+) 12930.67(+)

중국산 385.67(-) 19698.00(+) 24520.67(+)

서리태
국산 366.00(-) 19426.67(+) 23889.33(+)

중국산 394.67(-)  18880.67(+) 22021.67(+)

밤양대
국산 303.00(-)   3703.67(M)  5223.00(+)

중국산 428.67(-) 66150.67(+) 81479.33(+)

강낭콩
국산 353.67(-)   2272.67(M)   3342.33(M)

중국산 337.33(-) 14997.00(+) 22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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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6.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adlay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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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7.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Baektae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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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8.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Somoktae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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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9.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black rice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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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0.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red bean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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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1.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Geodu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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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2.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Somoktae powder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20

40

60

80

100

TL
 in

te
ns

ity
 (a

.u
.)

Temperature

 0 kGy
 2.5 kGy
 5.0 kGy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20

40

TL
 in

te
ns

ity
 (a

.u
.)

Temperature

 0 kGy
 2.5 kGy
 5.0 kGy

Figure 3-43.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Baektae powder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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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4.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black rice powder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198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40

80

120

160

TL
 in

te
ns

ity
 (a

.u
.)

Temperature

 0 kGy
 2.5 kGy
 5.0 kGy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0

20

40

TL
 in

te
ns

ity
 (a

.u
.)

Temperature

 0 kGy
 2.5 kGy
 5.0 kGy

Figure 3-45.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waxy black rice powder produced 

in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Table 3-66. TL ratio of glow curves for irradiated Korean and Chinese grains at different 

doses

1)
Integrated TL intensity,  

2)
TL1 intensity / TL2 intensity 

Samples
Irradiation doses

 (kGy)
TL1 intensity1) TL2 intensity TL ratio2)

기장

국산

0        18.1       301.3 0.060278

2.5       250.6       809.2 0.282521

5.0       228.5       651.5 0.387526

중국산

0        22.8      2084.0 0.010943

2.5      1541.5      1600.0 0.952268

5.0      3078.5      3036.0 1.063491

율무

국산

0         2.8       582.9 0.005059

2.5       105.5       743.5 0.141564

5.0      2749.0       772.1 3.570175

중국산

0         6.4      1464.5 0.004546

2.5       590.7      1883.5 0.362202

5.0      1069.3      2109.5 0.501132

진흑미

국산

0         5.4       446.5 0.012163

2.5       619.7      2608.0 0.237615

5.0       745.4      2211.0 0.337133

중국산

0        72.8     10846.0 0.008142

2.5       821.8      3496.0 0.238545

5.0      7621.5     21285.0 0.35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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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7. TL ratio of glow curves for irradiated Korean and Chinese legumes at 

different doses

1)Integrated TL intensity, 2)TL1 intensity / TL2 intensity.

Samples
Irradiation doses

 (kGy)
TL1 intensity1) TL2 intensity TL ratio2)

적두

국산

0      46.4      8675.0 0.005392

2.5    1744.0      9455.0 0.186645

5.0     609.1      1298.0 0.469260

중국산

0       4.4      2981.0 0.001524

2.5   11101.0     45840.0 0.244631

5.0   17560.0     45170.0 0.387959

거두

국산

0        6.5      1906.5 0.003547

2.5      926.8      2749.0 0.347307

5.0     1704.0      2866.5 0.594670

중국산

0      165.3     58565.0 0.002801

2.5    11820.0     27855.0 0.424402

5.0    12005.0     17560.0 0.688889

백태

국산

0        23.7       129.9 0.184040

2.5      1050.9       109.4 9.649516

5.0      1513.0      1435.5 1.087212

중국산

0        22.9       324.7 0.075175

2.5      3746.5       448.3 8.381628

5.0      5265.0       515.4 10.958360 

서목태

국산

0         8.8       154.1 0.057274

2.5      1685.0       133.9 13.7548100

5.0      1633.5        96.0 18.89036

중국산

0        29.0       852.6 0.034784

2.5      3088.5       712.5 4.924890

5.0     10723.5       790.5 13.763120 

서리태

국산

0         6.9      1885.0 0.003653

2.5     1148.0      3048.0 0.400502

5.0     1450.5      2270.5 0.652703

중국산

0       17.3     19445.0 0.000862

2.5    6302.0     14805.0 0.426338

5.0   10704.5     15125.0 0.7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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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6.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adlay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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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7.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black rice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ES
R

 in
te

ns
ity

 (a
.u

.)

Magnetic field (mT)

 0 kGy
 2.5 kGy
 5.0 kGy

310 315 320 325 330 335 340 345

-1000

-500

0

500

1000

1500

ES
R

 in
te

ns
ity

 (a
.u

.)

Magnetic field (mT)

 0 kGy
 2.5 kGy
 5.0 kGy

Figure 3-48.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black rice powder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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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9.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waxy black rice powder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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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0.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red bea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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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1.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geodu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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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2.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soybea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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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3.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somoktae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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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4.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right) Bamyangdae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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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5. ESR spectra of Korean (left) and Chinese (right) kidney bean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사. 침출차

 PSL 검지 특성:  침출차 20여종에 대한 PSL 측정 결과, 잎녹차와 올리브 잎차를 제외한 18종의 

비조사 시료의 photon count가 lower threshold value인 700 이하의 negative한 값을 보 으며, 조사 

시료에서는 upper threshold value 인 5000 이상의 photon count를 보여 양성시료로 판단할 수 있었

으나, 조사 시료의 photon count는 조사선량에 대한 유의적인 증가는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PSL은 

미지 시료의 조사 여부를 일차적으로 screening하는 수단으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SR 검지 특성:  침출차 20여종에 대한 ESR 검지 특성을 측정한 결과  비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

의 signal intensity의 증가폭이 확연한 차이를 보 으며 조사 대상 시료 모두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

가에 따라 signal intensity 가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부 조사 시료 (로즈힙)에서는 cellulose 

유래의 특이적인 triplet line의 signal이 관찰되어 ESR 측정을 통한 방사선 조사 여부 판별에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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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8.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irradiated tea at different 

doses

                                                                         (Unit : photon count/60 sec)

1)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 (M)〈T2, (+) 〉T2.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2.5 5.0 7.5 10

잎녹차   484.0(-)1)    4525.0(M) 10215.0(+) 10541.0(+) 10696.5(+)

작설차   447.5(-)   25133.5(+) 28771.0(+) 33768.5(+) 40636.5(+)

잎뽕차   451.5(-)    6256.5(+) 6901.0(+) 9972.0(+) 11986.0(+)

감잎차   244.5(-)   18560.5(+) 18517.0(+) 38415.0(+) 23471.0(+)

보이차   406.0(-)    8720.5(+) 11492.0(+) 12778.0(+) 17366.5+)

마테차   177.5(-)   16542.0(+) 18787.0(+) 44705.0(+) 45115.5(+)

올리브잎차  7142.0(+)    9424.5(+) 14160.5(+) 14377.0(+) 17971.5(+)

다즐링차   364.0(-)  34042.5(+) 36565.0(+) 51210.0(+) 49567.5(+)

기문홍차   359.0(-)   6641.0(+) 9534.5(+) 11083.0(+) 11701.0(+)

장미차   321.5(-)   70457.0(+) 99517.5(+) 101313.0(+) 134460.5(+)

국화차   355.0(-)   18731.5(+) 99517.5(+) 101313.0(+) 134460.5(+)

메밀차   297.0(-)    5973.0(+) 5545.5(+) 6486.0(+) 9153.5(+)

로즈힙   285.5(-) 8069.0(+) 10952.0(+) 11265.0(+) 12539.0(+)

로즈마리   302.0(-) 37483.0(+) 42986.5(+) 61686.5(+) 59201.0(+)

펜넬   431.0(-) 16913.0(+) 11053.0(+) 23408.0(+) 27871.0(+)

바질   453.5(-) 20122.5(+) 24625.5(+) 30931.0(+) 32031.0(+)

커먼타임   268.5(-) 203033.0(+) 285253.0(+) 309857.5(+) 299151.5(+)

페퍼민트   427.5(-) 2679128.0(+) 2746393.0(+) 3587398.0(+) 4002716.0(+)

상지차   413.0(-) 17181.0(+) 17137.5(+) 25963.5(+) 28574.5(+)

오미자   396.0(-) 88141.0(+) 122977.0(+) 16673.0(+) 116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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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6. ESR spectra of tea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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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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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6. Continued

아. 분말차

 PSL 검지 특성 : 분말차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를 위한 PSL 측정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한 결

과 Table 22과 같은 결과를 보 다. 분말차 중에서 과립형태의 추출물 분말차의 경우 비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의 photon count가 모두 700 이하의 negative한 값이 측정되어 이들 시료에 대한 PSL을 

통한 조사여부 판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마태 분말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분말차 조사시료에

서는 upper threshold value인 5000 이상의 photon count가 측정되었으며, 비조사 시료에서는 700 이

하의 lower threshold value값이 측정되었다. 그러나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photon count가 유의적

으로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단지 PSL 분석을 통한 조사여부 판정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SR 검지 특성 : 분말차류에 대한 ESR을 이용한 조사 여부 판별 특성을 측정한 결과(Fig. 28), 측

정 대상 시료 대부분의 조사시료에서 singlet 형태의 signal을 보 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signal intensity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쌍화차, 쑥차, 대추차, 생강차, 레몬홍차 등 추출

과립형 분말차에서는 crystalline sugar 유래의 multiplet 형태의 방사선 조사 특유의 signal이 나타났

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특이한 signal intensity가 증가함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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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9.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irradiated powdered tea at 

different doses

                                                                          (Unit : photon count/60 sec)

1)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 (M)〈T2, (+) 〉T2.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2.5 5.0 7.5 10

마태차   329.5(-)1)  342.0 (-)  391.5 (-) 409.0(-) 623.5(-)

도라지차  339.0 (-) 121013.5 (+) 157731.0(+) 172415.0(+) 174597.5(+)

생강가루차 382.5 (-) 78099.5 (+) 134193.0(+) 601234.0(+) 110000.0(+)

은행분말차   103.5 (-) 3316.0 (M) 3361.0(M) 4615.5(M)      5372.5 (+)

귤피가루차   317.0 (-) 9565(+) 7711.5(+) 8818.0(+) 7908.5(+)

솔잎차  256.0 (-) 35714.5 (+) 23533.0(+) 39091.0(+) 42283.0(+)

쑥차 461.0 (-) 11276928.0(+) 3415406.0(+) 10186353.0(+) 8983927.0(+)

칡차  2699.5 (M) 189533.5(+) 233341.0(+) 353506.0(+) 257780.0(+)

민들레차   354.5(-) 15619.5(+) 11923.5(+) 19315.0(+) 14945.5(+)

가루녹차   296.0(-) 23487.0(+) 27060.0(+) 29648.0(+) 28124.0(+)

대잎분말차   390.5(-) 24657.5(+) 19911.0(+) 26378.0(+) 25663.0(+)

백년초   530.5(-) 12019.0(+) 9715.0(+) 11358.5(+) 18230.0(+)

오디분말   309.5(-) 40276.0(+) 22779.5(+) 27350.0(+) 35426.5(+)

백련차가루   336.5(-) 5400.0(+) 5229.5(+) 6120.0(+) 7794.5(+)

백련근   371.5(-) 257398.5(+) 99788.0(+) 128424.5(+) 159477.5(+)

생강차   73.5(-) 338503.0(+) 147659.0(+) 219049.0(+) 145989.0(+)

대추차   286.0(-) 372.0(-) 530.5(-) 459.0(-) 512.0(-)

쌍화차  289.5(-) 461.5(-) 593.5(-) 501(-) 585(-)

레몬홍차   409.0(-) 439(-) 419.5(-) 385.5(-) 380(-)

뽕나무차  18921.0(+) 9480.5(+) 13659.0(+) 22031.5(+) 30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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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7. ESR spectra of powdered tea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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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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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7.Continued

자. 조류식품

 PSL 검지 특성 :  대표적인 조류 식품인 클로렐라(14종)와 스피루리나(7종)에 대한 PSL 검지특성

을 측정하 다(Table 3-70). 클로렐라 식품 14종 중 PSL로 측정된 photon count는 조사여부를 판정

할 수 있는 수준(photon count >5000이상)을 보이지 않아 PSL을 이용한 클로렐라의 방사선 조사여

부 판별은 부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피루리나 식품 7종에 대한 PSL의 검지 특성은 2종의 스피

루리나 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4종의 스피루리나 식품에서 조사여부 판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들 식품

의 조사여부 판정 시 타 검지방법의 병행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ESR 검지 특성 : 클로렐라의 ESR 검지특성을 측정한 결과 비조사 시료와 조사시료 모두 singlet 

형태의 signal이 측정되었으며, 조사로 인한 signal intensity의 증가가 측정되었으나 그 증가폭이 미

미하여 ESR 검지법만으로 조사여부 판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스피루리나의 ESR 측

정결과 역시 클로렐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타 검지법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3-58). 

TL 검지 특성 : 클로렐라와 스피루리나 제품군 중 PSL 과 ESR을 통해 방사선 조사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각 2종류씩의 모델을 선택하여 TL을 측정하 다. 그 결과 클로렐라 제품에서 TL first glow 

curve (TL1)는 peak의 온도범위(150-250℃)와 peak intensity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1차 

glow curve 측정후 1 kGy로 재조사하여 TL ratio(TL1/TL2)를 산출한 결과 비조사 시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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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0.1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클로렐라 2.5 kGy조사군을 제외한 모든 조사시료에서는 

0.1이상의 TL ratio를 나타내어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을 위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

다. 스피루리나의 경우 모든 조사시료에서 150∼250℃의 온도 범위에서 TL glow curve를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peak intensity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TL ratio(TL1/TL2)에서도 조사된 시료에서 0.1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

었으며,선량이 증가할수록 TL ratio가 증가되었다. 

Table 3-70.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irradiated algae food at 

different doses

                                                                        (Unit : photon count/60 sec)

1)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 (M)〈T2, (+) 〉T2.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2.5 5.0 7.5

클로렐라-1   271.0(-)1) 324.0(-)  335.0(-) 429.5(-)

클로렐라-2  481.0(-) 567.0(-) 541.0(-) 638.5(-)

클로렐라-3 384.5(-) 419.5(-) 552.5(-) 474.5(-)

클로렐라-4   385.5(-) 462.5(-) 725.0(M) 630(-)

클로렐라-5   391.0(-) 602.0(-) 508.0(-) 519.5(-)

클로렐라-6  379.0(-) 516.0(-) 337.5(-) 388.5(-)

클로렐라-7  243.5(-) 550.0(-) 543.0(-) 515.0(-)

클로렐라-8  335.5(-) 470.5(-) 749.5(M) 587.0(-)

클로렐라-9  231.5(-) 528(-) 486.5(-) 1051.0(M)

클로렐라-10  302.0(-) 625.5(-) 898.0(M) 396.0(-)

클로렐라-11 387.0(-) 477.5(-) 552.0(-) 459.0(-)

클로렐라-12 310.0(-) 422.0(-) 358.0(-) 510.5(-)

클로렐라-13   376.0(-) 1050.0(M) 1012.5(M) 979.0(M)

클로렐라-14   497.0(-) 1375.5(M) 800.0(M) 1117.0(M)

스피루리나-1  1134.0(-) 6240.0(+) 10900(+) 27418.0(+)

스피루리나-2  359.0(-) 446.5(-) 752.5(M) 1505.0(M)

스피루리나-3   2349.0(M) 9765.0(+) 9765.0(+) 20307.0(+)

스피루리나-4  350.5(-) 5800.5(+) 7852.5(+) 7636.0(+)

스피루리나-5   366.0(-) 525.5(-) 584.0(-) 6552.5(+)

스피루리나-6   364.0(-) 392.0(-) 546.0(-) 585.0(-)

스피루리나-7 271.5(-) 271.5(-) 555.0(-) 707.0(M)

스피루리나-8 301.5(-) 301.5(-) 950.5(M) 950.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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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8. ESR spectra of algae food (chlorella)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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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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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9. ESR spectra of algae food (spirulina)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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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0.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algae food (chlorella & spirulina).

차. 알로에 분말 식품

 PSL 검지 특성 : 알로에 분말 식품 20종에 대한 PSL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3-71에 나타내

었다. PSL을 이용한조사여부 판별은 측정된 photon count 가 700 이하면 비조사로, 5000 이상이면 

조사로 판별하 다. 그 결과, 알로에 분말 식품-3와 11을 제외한 18종의 알로에 분말 비조사 시료의 

photon count가 700 이하로 조사 시료와의 구분이 가능하 으며, 조사 시료의 photon count는 대체

로 조사 선량에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그러나 저선량에서는 대부분의 시료에서 photon count가 

700-5000 사이의 값이 측정되어 PSL 단독으로 조사 여부를 판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ESR 검지 특성 : 점성을 지닌 알로에 분말 식품-1을 제외한 나머지 6종의 시료에 대한 ESR 검지

특성을 측정한 결과, 6종의 시료 모두 siglet 형태의 signal을 보여주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signal intensity가 증가하 다. 그러나 시료의 종류에 따른 signal intensity의 증가는 시료의 종류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알로에 분말시료에서 intensity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또한 비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간의 intensity 차이가 미미하여 이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여부의 판별에 ESR

을 이용한 방법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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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 검지 특성 : PSL과 ESR 측정을 통한 방사선 조사 검지 여부 판별이 어려운 알로에 분말 시료 

20종 중에서 3종을 모델시료로 선택하여 TL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조사된 알로에 분말시료에서 

peak 온도범위 150-250℃에서 TL first glow curve(TL1)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L 

ratio(TL1/TL2) 역시 비조사 시료에서는 0.1 이하, 조사 시료에서는 0.1 이상으로 측정되었으며,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TL ratio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알로에 분말 시료의 경우 TL을 통해 

방사선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3-71.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roperties of irradiated aloe product at 

different doses

 (Unit : photon count/60 sec)

                                                                        

1)
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 T1, T1〈 (M)〈T2, (+) 〉T2.

Sample
Irradiation dose (kGy)

0 2.5 5.0 7.5

알로에분말 식품- 1   271.0(-)1)
324.0(M)  335.0(M) 429.5(M)

알로에분말 식품- 2 354.0(-) 826.0(M) 1330.0(M) 2422.5(M)

알로에분말 식품- 3 1479.0(M) 4535.0(M) 4770.5(M) 14099.0(+)

알로에분말 식품- 4   444.0(-) 1139.0(M) 1937.0(M) 3676.0(M)

알로에분말 식품- 5  227.0(-) 3357.0(M) 3646.0(M) 6020.0(+)

알로에분말 식품- 6  322.0(-) 5478.5(+) 6396.0(+) 7481.0(+)

알로에분말 식품- 7  259.5(-) 2946.0(M) 3285.5(M) 4276.0(M)

알로에분말 식품- 8 315.0(-) 1660.0(M) 5121.0(+) 8166.0(+)

알로에분말 식품- 9 327.0(-) 1900.0(M) 2686.0(M) 8597.5(+)

알로에분말 식품-10 349.5(-) 2062.5(M) 2838.0(M) 5643.5(+)

알로에분말 식품-11 1070.0(M) 1545.0(M) 2042.0(M) 2351.0(M)

알로에분말 식품-12 304.0(-) 2061.0(M) 2990.5(M) 12449.5(+)

알로에분말 식품-13 285.0(-) 1340.0(M) 2747.0(M) 5254.0(+)

알로에분말 식품-14 340.5(-) 1506.5(M) 3077.0(M) 6600.5(+)

알로에분말 식품-15 318.5(-) 1725.0(M) 3246.5(M) 6813.0(+)

알로에분말 식품-16 246.0(-) 2044.0(M) 2180.5(M) 5548.0(+)

알로에분말 식품-17     343.0(-) 2347.5(M) 2796.0(M) 6184.5(+)

알로에분말 식품-18 313.0(-) 1946.0(M) 2164.5(M) 6038.0(+)

알로에분말 식품-19 215.0(-) 1319.0(M) 1800.5(M) 2889.0(M)

알로에분말 식품-20 149.5(-) 1236.0(M) 1455.0(M) 2141.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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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1. ESR spectra of aloe powder at different ir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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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2.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irradiated aloe powder products.

카. 고찰 및 결론

▶ 본 과제에서는 방사선 조사 허가식품의 검지방법 표준화 및 식품공전의 조사식품 표준시험

법 제정(안)을 위해 물리적인 검지방법을 적용하여 건조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마늘, 양파, 

감자에 대한 각 시료별 50건의 방사선 조사 검지 모니터링과 Ring Test에 대해 개발된 최적 

검지방법을 활용하여 최종 표준검지방법(안) 완성 및 적용가능성을 조사하고자 실시하 다.

▶ 연구 재료는 식품용으로 유통되는 제품을 수집하여 조사여부 확인을 실시하 다. 

▶ 식품용으로 유통되는 분말 향신료에 대한 방사선 조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80여종의 시

료를 회사 및 생산지별로 수거 하 으며, 방사선 조사여부에 대한 빠른 검지분석법으로 향신료 

및 건조채소류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PSL방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그 결과 수집된 80여종의 건조향신료 중 방사선이 조사된 것으로 판명된 시료는 프랑스

산 오레가노 1종과 중국산 마늘분 1종이었으며,  방사선조사 의심시료(Intermediate)는 4종이 

발견되었다. 

▶ Intermediate로 확인된 4종의 시료에 대해서는 TL 방법을 적용하 다.  그 결과 4종의 

Intermediate 시료 중 미국산 마늘분과 말레이지아산 흑후추가 방사선이 조사된 것으로 판단되

었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마늘, 양파, 감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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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건조향신료 5종, 라면수프 및 복합조미식품 58종이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로 확인되었으

며, 감자, 양파, 마늘에서는 방사선조사 된 시료를 확인할 수 없었다.

▶ 라면수프, 감자, 건조향신료에 대해 Ring Test를 실시한 결과 3개 기관에서 방사선 조사 유

무에 대한 정성적 확인이 가능하 으며, 분석기관 간의 검지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공식품 제조 원료용 곡류, 두류 및 침출차, 분말차, 조류식품, 알로에분말에 대해 기 확립

된 검지방법을 활용하여 최종 검지방법(안)을 완성하기 위하여 각 시료별 20건의 시료를 구입

하여 PSL, TL 및 ESR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 곡류 ․ 두류 및 그 분말들, 침출차, 분말차, 조류식품 및 알로에 분말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 물

리적 검지 방법을 이용하여 검지 특성을 확인하 다. 곡류 ․ 두류 및 그 분말의 경우 PSL, TL 및 

ESR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여부 판별이 가능하 다. 

▶ 침출차 및 분말차의 PSL 측정을 통한 검지는 일부 분말차를 제외한 시료에서 가능한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ESR을 통한 조사여부 판별 역시 가능하 다. 

▶ 조류식품(클로렐라, 스피루리나) 및 알로에 분말은 PSL과 ESR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

며, TL을 통하여 조사여부의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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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방법(안)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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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의 검지를 위한 열발광(TL) 분석 방법

제작부서   :

제 작 자   :

개 정 일   :

1. 목 적

식품의 TL 분석은 radiation dosimetry의 원리를 응용하여 식품에 혼입된 이 물질 형태의 

mineral의 발광 특성을 응용하는 방법이다. 식품에 함유된 mineral은 방사선 조사를 통해 에너

지가 저장된다. 그리고 일정온도의 열에 노출되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TL glow curve

를 측정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가.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나. 열발광(TL) 장치 

다. 열발광(TL) 분석

라. 열발광(TL)을 통한 방사선 조사유무 확인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모든 실험실 초자기구의 표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이뤄져야 한다.

가. 시약

1) Sodium polytungstate 액(2.0 g/mL) 또는 Sodium metatungstate 액(2.8 g/mL)

2) 1 M 염산 용액 (HCl)

3) 1 M 수산화나트륨 용액 (NH4OH)

4) 실리콘 spray

5) 아세톤 용액

나. 초자 및 기구

1) TL reader : 최대온도가 최소 35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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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inless steel disc : 반경이 9 mm에서 10 mm 그리고 두께가 0.25에서 0.5mm 정도를 사

용한다.

3) Radiation source : 60-Co

4) Ultrasonic bath 

5) 나일론 시브(Nylon sieve) : 125∼250 ㎛

6) Centrifuge

7) 실험실용 오븐 : 50±5℃

4. 방 법

가. 검체 채취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에 대한 검체는 식품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물질(silicate minerals)

로부터 순수광물질을 분리한다. 

1) 광물질 분리

①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150 g을 250 mL의 증류수에 넣고 표면에 붙은 광물질이 분리

되도록 30분 정도 방치한 뒤 5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② 250 ㎛ 또는 125 ㎛의 여과포로 여과하고, 여과된 증류수를 5분 동안 방치하여 광물질을 침

전 시킨다. 

③ 침전된 잔사와 함께 최소량의 증류수를 50 mL 테스트 튜브에 옮겨 실온에서 5분 동안 방

치하거나, 1분 동안 원심분리 (1000 g)하여 광물질을 침전 시킨다. 

④ 증류수를 제거하여 광물질만 남긴다.

2) 순수 광물질 분리

① 테스트 튜브에 남은 광물질에 5 mL의 sodium polytungstate 를 넣어 균질화 한다. 

② 3∼5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방치한 후 광물질만 남기고 모두 제거한다. 

③ 분리된 광물질을 증류수로 1∼2회 세척한다. 

④ 1 M 염산을 1∼2 mL 첨가하여 암소에서 10 분간 방치한다. 

⑤ 1 M 수산화나트륨 1∼2 mL을 첨가하여 암소에서 10분간 방치한다. 

⑥ 증류수로 2∼3회 세척한다. 아세톤을 첨가하여 2∼3회 세척한 후 50 ℃이하의 온도에서 건

조를 실시한다.

나. TL 측정

1) 광물질의 TL disc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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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테일리스 스틸 TL disc 또는 TLD 기기에 맞는 크기의 용기 (지름 9∼10 mm, 두께 0.2

5∼0.5 mm)를 증류수로 세척한 후, 다시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50℃ 이하로 맞추어진 dry 오븐

에서 건조 시킨다. 

② 0.2 mg의 광물질을 disc에 올리고 실리콘 spray를 뿌려서 측정하고자 하는 mineral을 disc

에 고정시킨다. 

2) TL 측정 조건

초기온도 50℃

온도상승 5℃/sec

최대온도 350～400℃

최고 온도에서의 가열시간 10 초

다. TL 결과분석

방사선 조사 검체의 TL1의 150∼250℃부근에서 최대 intensity를 보이는 특유의 곡선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검체의 1차와 2차 불꽃 곡선의 역비(TL1/TL2)가 0.1이상이면 조사 검체로 0.1

이하면 비조사 검체로 분류한다(Fig 1.). 

Fig 1. Typical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non-irradiated (left) and irradiated (righ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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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의 광자극 발광(PSL) 분석 방법

제작부서   :

제 작 자   :

개 정 일   :

1. 목 적

광자극발광기(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를 이용한 검체식품의 조사여부 확인은 방사

선 조사에 의해 trap된 저장에너지를 optical stimulation에 따라 방출되는 photon을 count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적용범위

가.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나. 광자극 발광(PSL) 장치 

다. 광자극 발광(PSL) 분석

라. 광자극 발광(PSL)을 통한 방사선 조사유무 확인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모든 실험실 초자기구의 표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이뤄져야 한다.

가. 시약

1) Ethyl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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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etone

나. 초자 및 기구

1) PSL system (serial ; 0021, SURRC ; Scottish Unversities Research and Reactor Center, 

UK

2) Petri dish (Bibby Sterilin type 122)

3) 핀셋 : 20 cm, 1개

4) 시약스푼 : 30 cm, 2개

5) 전자저울 : Top loading balance

6) 킴와이프스

4. 방 법

SURRC PS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system을 이용한다. 

가) 검체 준비

1)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5 g을 1회용 Petridish (지름 50 mm)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2)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petridish 뚜껑을 덮는다. 모든 준비 조작은 암소에서 실시한다. 

나) PSL 측정 및 결과분석

검체가 담긴 petridish를 PSL 기기에 넣고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수를 threshold 값 700 

counts/60s이하이면 음성시료, 5000 counts/60s이상이면 양성시료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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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의 자유라디칼 분석 방법

제작부서   :

제 작 자   :

제 작 일   :  

1. 목적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검지방법으로 ESR(전자스핀공명) 분석은 건조 농산물의 각질, 씨앗 

등과 뼈를 함유한 식품에 대해 cellulose radical, sugar radical, hydroxyapatitite radical, 

calcite radical, Mn
2+
 radical 농도를 분석하여 조사여부를 확인한다.

2. 적용범위

가. 자유라디칼(free radical)분석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가. 시약

1) Acetone

2) Ethanol

3) Distilled water

나. 초자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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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X-B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ometer

2) ESR 석  tube (지름 4.0 mm)

3) Balance

4) Laboratory vacuum oven

5) Electric blender

6) Filter paper

7) Scalpel

8) 막자와 막자사발

4. 실험방법

가. 검체 준비

1)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을 dry 오븐에서 40℃의 조건으로 건조시켜 수분을 제거한다.  

2) 막자와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말화 시킨다. 

3) mesh를 이용하여 크기를 균질화 시킨다. 

4) 마쇄된 검체를 ESR tube(두께 3.0 - 3.5 mm, 길이 15 - 20 mm)에 분말시료 0.3 g을 충진 

시킨 다음 ESR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나. ESR 측정

1) ESR tube에 담겨진 검체는 표 1과 같은 조건으로 측정한다. 

표 1. ESR 측정조건

ESR conditions
Samples

Cellulose Sugar

Microwave frequency 9.78 GHz 9.78 GHz

Power 0.4 to 0.8 mW 5.0 mW

Magnetic field

Center field 348 mT 348mT

Sweep width 20 mT 10 to 20 mT

Signal channel

Modulation frequency 50 or 100 KHz 50 or 100 KHz

Modulation amplitude 0.4 to 1.0 mT 0.15 to 0.4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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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선 조사 유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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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타나며, 방사선 조사 검체의 ESR 신호 크기가 비조사 검체에 비해 매우 크게 나타난다 

(Figure A1-2). 

Annex A

Fig A1. ESR spectrum of seeds from strawberries, irradiated with 3.5 kGy, with irradiation 

specific line pair of the cellulose radical, spacing 6.05 mT±0.05 mT. 

Time constant 100 to 200 ms 100 to 2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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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in 104 and 106 104 and 106

Temperature ambi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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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A2. ESR spectrum of a mango irradiated with 3.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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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감자, 양파, 마늘의 검지를 위한 열발광(TL) 분석 방법

제작부서   :

제 작 자   :

개 정 일   :

1. 목 적

식품의 TL 분석은 radiation dosimetry의 원리를 응용하여 식품에 혼입된 이 물질 형태의 

minerals의 발광 특성을 응용하는 방법이다. 식품에 함유된 mineral은 방사선 조사를 통해 에

너지가 저장된다. 그리고 일정온도의 열에 노출되면,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TL glow 

curve를 측정할 수 있다.

2. 적용범위

가. 감자, 양파, 마늘

나. 열발광(TL) 장치 

다. 열발광(TL) 분석

라. 열발광(TL)을 통한 방사선 조사유무 확인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모든 실험실 초자기구의 표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이뤄져야 한다.

가. 시약

1) Sodium polytungstate 액(2.0 g/mL) 또는 Sodium metatungstate 액(2.8 g/mL)

2) 1 M 염산 용액 (HCl)

3) 1 M 수산화나트륨 용액 (NH4OH)

4) 실리콘 spray

5) 아세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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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초자 및 기구

1) TL reader : 최대온도가 최소 350℃ 이상

2) Stainless steel disc : 반경이 9 mm에서 10 mm 그리고 두께가 0.25에서 0.5mm 정도를 사

용한다.

3) Radiation source : 60-Co

4) Ultrasonic bath 

5) 나일론 시브(Nylon sieve) : 125∼250 ㎛

6) Centrifuge

7) 실험실용 오븐 : 50±5℃

4. 방 법

가. 검체 채취

감자의 경우에는 표피에 존재하는 토양유래 mineral이 분석에 사용되며, 비교적 다량이 존재한

다. 마늘 및 양파의 경우에는 껍질부위나 뿌리부위에 mineral이 존재함으로 주의해서 채취를 

해야하며, 모든 작업은 암소에서 실시한다.

1) 광물질 분리

① 감자(500 g), 양파(1,500 g), 마늘(1,000 g)을 300 mL의 증류수에 넣고 표면에 붙은 광물질

이 분리되도록 30분 정도 방치한 뒤 5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② 250 ㎛ 또는 125 ㎛의 여과포로 여과하고, 여과된 증류수를 5분 동안 방치하여 광물질을 침

전 시킨다. 

③ 침전된 잔사와 함께 최소량의 증류수를 50 mL 테스트 튜브에 옮겨 실온에서 5분 동안 방

치하여 광물질을 침전 시킨다. 

④ 증류수를 제거하여 광물질만 남긴다.

2) 순수 광물질 분리

① 테스트 튜브에 남은 광물질에 5 mL의 sodium polytungstate 를 넣어 균질화 한다. 

② 3∼5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방치한 후 광물질만 남기고 모두 제거한다. 

③ 분리된 광물질을 증류수로 1∼2회 세척한다. 

④ 1 M 염산을 1∼2 mL 첨가하여 암소에서 10 분간 방치한다. 

⑤ 1 M 수산화나트륨을 1∼2 mL 첨가하여 암소에서 10분간 방치한다. 

⑥ 증류수로 2∼3회 세척한다. 아세톤을 첨가하여 2∼3회 세척한 후 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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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L 측정

1) 광물질의 TL disc 고정

① 스테일리스 스틸 TL disc 또는 TLD 기기에 맞는 크기의 용기 (지름 9∼10 mm, 두께 0.2

5∼0.5 mm)를 증류수로 세척한 후, 다시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 시킨다. 

② 0.2 mg의 광물질을 disc에 올리고 실리콘 spray로 disc에 고정시킨다.

2) TL 측정 조건

초기온도 50℃

온도상승 5℃/sec

최대온도 350～400℃

최고 온도에서의 가열시간 10 초

다. TL 결과분석

방사선 조사 검체의 TL1의 150∼250℃부근에서 최대 intensity를 보이는 특유의 곡선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검체의 1차와 2차 불꽃 곡선의 역비(TL1/TL2)가 0.1이상이면 조사 검체로 0.1

이하면 비조사 검체로 분류한다(Fig 1.). 

Fig 1. Typical  TL glow curves of minerals from non-irradiated (left) and irradiated (righ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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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감자, 양파, 마늘의 광자극 발광(PSL) 분석 방법

제작부서   :

제 작 자   :

개 정 일   :

1. 목 적

광자극발광기(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를 이용한 검체식품의 조사여부 확인은 방사

선 조사에 의해 trap된 저장에너지를 optical stimulation에 따라 방출되는 photon을 count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2. 적용범위

가. 감자, 양파, 마늘

나. 광자극 발광(PSL) 장치 

다. 광자극 발광(PSL) 분석

라. 광자극 발광(PSL)을 통한 방사선 조사유무 확인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모든 실험실 초자기구의 표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이뤄져야 한다.

가. 시약

1) Ethyl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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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etone

나. 초자 및 기구

1) PSL system (serial ; 0021, SURRC ; Scottish Unversities Research and Reactor Center, 

UK

2) Petri dish (Bibby Sterilin type 122)

3) 핀셋 : 20 cm, 1개

4) 시약스푼 : 30 cm, 2개

5) 전자저울 : Top loading balance

6) 킴와이프스

7) 나이프

4. 방 법

SURRC PS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system을 이용한다. 

가) 검체 준비

1) 감자의 경우에는 껍질부위에 다량의 mineral이 존재하여 오염되지 않은 나이프를 사용하여 

20 g을 채취하며, 양파 및 마늘의 경우에는 뿌리 부위에 많은 양의 mineral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료간의 오염을 피하여 일정량의 뿌리를 채취하여 1회용 Petridish (지름 50 mm)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2)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petridish 뚜껑을 덮는다. 모든 준비 조작은 암소에서 실시한다. 

나) PSL 측정 및 결과분석

검체가 담긴 petridish를 PSL 기기에 넣고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수를 threshold 값 700 

counts/60s이하이면 음성시료, 5000 counts/60s이상이면 양성시료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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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라면수프, 감자, 건조향신료의 Ring test

제작부서   :

제 작 자   :

개 정 일   :

1. 목 적

라면수프, 감자, 건조향신료를 대상으로 작성된 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의 TL 방

법을 적용하여 3개 기관을 통해 분석을 실시하 으며, Ring test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비교하

여 SOP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하 다.

2. 적용범위

가. 라면수프, 감자, 건조향신료

나. 열발광(TL) 장치 

다. 열발광(TL) 분석

라. 열발광(TL)을 통한 방사선 조사유무 확인

3. 필요한 시약 및 기구

모든 실험실 초자기구의 표면은 깨끗하게 세척이 이뤄져야 한다.

가. 시약

1) Sodium polytungstate 액(2.0 g/mL) 또는 Sodium metatungstate 액(2.8 g/mL)

2) 1 M 염산 용액 (HCl)

3) 1 M 수산화나트륨 용액 (NH4OH)

4) 실리콘 spray

5) 아세톤

나. 초자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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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L reader : 최대온도가 최소 350℃ 이상

2) Stainless steel disc : 반경이 9 mm에서 10 mm 그리고 두께가 0.25에서 0.5mm 정도를 사

용한다.

3) Radiation source : 60-Co

4) Ultrasonic bath 

5) 나일론 시브(Nylon sieve) : 125∼250 ㎛

6) Centrifuge

7) 실험실용 오븐 : 50±5℃

4. 방 법

가. 검체 채취

라면수프, 감자, 건조향신료에 포함된 토양유래 mineral이 분석에 사용되며, 라면수프 및 건조

향신료의 경우 식품용으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세척이 이뤄지므로 주의를 기울여 미네랄 분리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다량의 미네랄이 존재한다. 따라서 껍질부위

에 mineral이 존재함으로 보다 쉽게 미네랄을 채취할 수 있다. 모든 작업은 암소에서 실시한

다.

1) 광물질 분리

① 라면수프(50 g), 감자(500 g), 건조향신료(100 g)를 각각 200, 300, 300 mL의 증류수에 넣고 

표면에 붙은 광물질이 분리되도록 30분 정도 방치한 뒤 5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② 증류수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250 ㎛의 여과포로 여과하고, 여과된 증류수를 5분 동안 방

치하여 광물질을 침전 시킨다. 

③ 침전된 잔사와 함께 최소량의 증류수를 50 mL 테스트 튜브에 옮겨 실온에서 5분 동안 방

치하여 광물질을 침전 시킨다. 

④ 증류수를 제거하여 광물질만 남긴다.

2) 순수 광물질 분리

① 테스트 튜브에 남은 광물질에 5 mL의 sodium polytungstate 를 넣어 균질화 한다. 

② 3∼5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방치한 후 광물질만 남기고 모두 제거한다. 

③ 분리된 광물질을 증류수로 1∼2회 세척한다. 

④ 1 M 염산을 1∼2 mL 첨가하여 암소에서 10 분간 방치한다. 

⑤ 1 M 수산화나트륨을 1∼2 mL 첨가하여 암소에서 10분간 방치한다. 

⑥ 증류수로 2∼3회 세척한다. 아세톤을 첨가하여 2∼3회 세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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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TL 측정

1) 광물질의 TL disc 고정

① 스테일리스 스틸 TL disc 또는 TLD 기기에 맞는 크기의 용기 (지름 9∼10 mm, 두께 0.2

5∼0.5 mm)를 증류수로 세척한 후, 다시 아세톤으로 세척하여 건조 시킨다. 

② 건조된 disc위에 pipet을 사용하여 아세톤에 존재하는 미네랄을 조금씩 얻어 떨어뜨린다. 아

세톤이 증발되면 disc 위에는 미네랄이 남게 된다.

③ 광물질이 disc에 올려지면 실리콘 spray로 disc에 고정시킨다.

④ TLD를 통해 조사여부를 확인한다.

2) TL 측정 조건

초기온도 50℃

온도상승 5℃/sec

최대온도 350～400℃

최고 온도에서의 가열시간 10 초

다. TL 결과분석

방사선 조사 검체의 TL1의 150∼250℃부근에서 최대 intensity를 보이는 특유의 곡선으로 나타

난다. 따라서 검체의 1차와 2차 불꽃 곡선의 역비(TL1/TL2)가 0.1이상이면 조사 검체로 0.1

이하면 비조사 검체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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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PS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의 사용방법

제작부서   :

제 작 자   :

제 작 일   :

1. 목적

PSL (Photostimulated luminescence)의 사용방법을 표준화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가.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감자, 양파, 마늘

3. 기구

1) PSL system (serial ; 0021, SURRC ; Scottish Unversities Research and Reactor Center, 

UK

4. 사용방법

1) PSL system 및 컴퓨터의 전원을 켠다.

2) PSL system은 제어장치와 sanple chamber 그리고 detector head assembly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제어장치는 근적외선 발광 다이오드에 의해 발생되는 근적외선 발생장치가 있고 조사시

료로부터 발광된 빛에너지는 bialkali cathode 광증폭관에서 증폭되어진 후 컴퓨터를 통해 측정

된 빛의 양이 숫자화 되어진다.

3) 따라서, 시료를 50 mm 직경의 1회용 petri dish (Bibby Sterilin type 122)에 담아서 sample 

chamber에 넣는다.

4) Dark count와 Light count를 설정한다.

5) Sample chamber에 시료를 넣고 60에서 120초 동안 측정하면 측정하는 초마다 방사되는 빛

의 양을 더한 측정값(accumulated photon count : APC)으로서 조사 유무를 판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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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TLD (Thermo luminescence detector)의 사용방법

제작부서   :

제 작 자   :

제 작 일   :

1. 목적

TLD (Thermo luminescence detector)의 사용방법을 표준화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가. 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감자, 양파, 마늘

3. 기구

1) TLD (Thermo luminescence detector, Harshaw 3500 detector)

4. 사용방법

1) 모니터, 컴퓨터, 판독기의 전원을 켠다

2) 초기화면이 나타나면 QC(PMT noise check 및 test light check)를 실시한다.

3) Parameter 와 acqusition을 enter하고 TTP(time temperature profile)을 확인한다.

4) 질소가스의 상태를 확인한 후 chamber에 disc를 넣고 판독기의 read button을 누른다. 

5) 판독이 끝난 후 자동으로 hard에 저장된다.

6) QC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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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

제    목   : ESR (Electron Spin Resonance)의 사용방법

제작부서   :

제 작 자   :

제 작 일   :

1. 목적

ESR (Electron Spin Resonance)의 사용방법을 표준화하고자 한다.

2. 적용범위

가. 각 종 라디칼(superoxide, hydroxyl, cellulose, bone, sugar, Mn2+ 등)

3. 기구

1) X-B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pectrometer (JES-FA200, Jeol Co., Tokyo, 

Japan)

4. 사용방법

1) 물을 순환시킨다.

2) Spectrometer 장치를 켠다.

3) Computer를 켠다.

4) 준비된 시료를 석  tube에 충진 한 후 cavity resonator에 넣는다.

5) Q-DIP을 클릭한다.

6) Auto tune을 click 한 후 coupling 및 center field를 조절한다. 

7) Q-DIP을 Close한다.

8) Main 화면을 통해 microwave parameter를 수정하면서 측정한다.

9) 측정된 데이터에 대한 파일이 생성되면 저장한다. 

10) Data processing program을 실행시킨다.

11) 모든 측정이 끝나면 Shut down을 click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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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방사선조사식품 검지시험안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22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2007. 4. 12.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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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22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기준및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

시합니다

2007년 4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건포류의 수분규격을 삭제하고 주류 중 메탄올 시험법,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및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법을 신설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류 중 메탄올 시험법 추가신설

  나. 건포류 중 수분 규격 삭제

  다. 벌꿀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신설

  라.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

섯, 양파에 대한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12조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 없음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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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중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 18-1 4) ②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가스크로마토그래피법

㉮ 시약

  ⓐ 내부표준용액 : n-부틸알콜을 최종농도 10～100 mg/L으로 한다.

  ⓑ 메탄올표준용액 : 메탄올 특급을 물로 희석하여 10～100 mg/L의 표준

액계열을 만든다

㉯ 시험

    시료를 15℃에서 검정한 100 mL 메스플라스크의 눈금까지 취하고 이것을 

약 300∼500 mL 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이 메스플라스크를 약 15 mL의 

물로 2회 씻은 액을 플라스크에 합치고 냉각기에 연결한 다음 메스플

라스크를 받는 용기로 하여 증류한다. 유액이 70 mL(소요시간은 약 

20분 내외)가 되면 증류를 중지하고 내부표준용액을 최종농도 10∼100 

mg/L되게 가한 후 물을 가하여 15℃에서 메스플라스크의 눈금까지 채

운다음 잘 흔들어 시험용액으로 한다. 시험용액 1∼5 μL를 가스크로마

토그래프에 주입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메탄올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을 구하여 미리 메탄올표준액 계열을 검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작성한 검량선에 의하여 메탄올 함량을 구한다

㉰ 측정조건

 ⓐ 기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수소염이온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 칼럼 : Polyethylene glycol 계열의 물질이 코팅된 캐필러리 칼

럼, 

         50 m x 0.2 mm x 0.3 ㎛ 또는 이와 동등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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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온도 : 60 ～ 150℃

 ⓓ 시료주입부 온도 : 150 ～ 200℃

 ⓔ 검출기 온도 : 150 ～ 200℃

 ⓕ 운반기체 : N2 또는 He

 ⓖ 캐리어 가스 유량 : 1.0 mL/min

제4. 19. 19-1. 3)규격의 “(2)수분(%) : 건어포류에 한하며 20.0이하(단, 

전복은 22.0이하이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3) 내지 (4)를 각각 (2) 내지 

(3)으로 하고, 4)시험방법의 (1)수분을 삭제하며 (2) 내지 (3)을 각각 (1) 

내지 (2)로 한다.

제 7. 15. 2) (2), ①,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중 벌꿀에 대한 

시험법을 아래와 같이 ‘Ⓐ 벌꿀’로 신설하고, 현행의 시험법은 ‘Ⓑ 벌꿀, 

어류 및 갑각류 외 식품’에 대한 시험법으로 한다.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 벌꿀

  ㉠ 정량법의 원리

     벌꿀에 물을 넣어 균질화한 후 SPE(Solid Phase Extraction) 칼럼으

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분석한다.

  ㉡ 측정기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 시약 및 시액

    ⓐ 용매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표준원액 : 클로람페니콜 표준품을 정밀히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0 ㎍/mL 하고 영하 20℃에 보관한다. 사용시 표준

품을 실온에 두어 용액의 온도가 실온과 동일해지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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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다.

　　ⓓ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50% 메탄올 수용액에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

여 사용한다. 

　  ⓔ Divinylbenzene-N-vinylpyrrolidone Copolymer(충진제) 카트리

지 칼럼 : HLB(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 카트리지 또는 이

와 동등한 것

    ⓕ 기타시약 : 특급

  ㉣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검체 5 g에 물 20 mL를 넣고 진탕하여 녹인다. 이 액을 미

리 메탄올 5 mL와 물 5 mL로 활성화시킨 HLB 카트리지(충진제 60 

mg)에 추출액을 흡착시키고 20% 메탄올 수용액 5 mL로 세척한 후, 

60% 메탄올 수용액 6 mL로 용출한다. 용출액은 45℃ 이하의 수욕중에

서 감압하여 농축한 잔류물을 30% 아세토니트릴 수용액 1 mL에 녹인 

후 0.2 ㎛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

    ⓐ 측정조건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조건

        ․ 칼럼 : C18(2×150 mm, 3 ㎛)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이동상 

            이동상 A : 0.1% 아세트산 수용액에 10 mM 암모늄 아세테

이트가 되도록 녹인 용액

            이동상 B : 아세토니트릴(95%)과 이동상 A(5%)와의 혼합액 

                  

시간(분) A(%) B(%)
 0.0 80 20
15.0 10 90
15.5 80 20
30.0 80 20

        ․ 유속 : 0.2 mL/min

        ․ 칼럼온도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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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입량 : 20 μL

 - 질량분석기 조건

        ․ Ionization : ESI(negative)

        ․ Scan Width : 1.5이하

        ․ Capillary Temperature : 350℃

        ․ Auxiliary Gas : 질소 

        ․ Collision Gas : 아르곤 또는 헬륨

    ⓑ 정량

      -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질량분석기에 주입하여 아래표의 특

이이온을 확인하고, 이온별 비율을 만족해야 한다. 각각에서 얻은 

크로마토그램으로부터 머무름시간을 비교하고 m/z 152의 피크에 

대한 평균면적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검체 중 클로람페니콜의 함

량을 구한다. 검량선 작성은 표준용액 1.0, 2.5, 5.0, 10, 25, 50 ㎍

/L의 농도 중 시험용액의 클로람페니콜 농도에 따라 5개 농도를 이

용한다.

       

물질
Precursor Ion 

(m/z)

Fragment ion 

(m/z)

이온별 비율

(%)*

클로람페니콜 321

152

176

194

257  

100

20

6

5

        * 이온별 비율은 분석조건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음.

        - 정량한계(0.5㎍/㎏)

 Ⓑ 벌꿀, 어류 및 갑각류 이외의 식품

    현행 식품공전 제 7. 15. 2) (2), ①,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중 ‘Ⓐ 정량법의 원리’ 이하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며, 다만, Ⓐ∼Ⓔ에 

해당하는 번호는 ㉠∼㉤으로, ㉠∼㉢에 해당하는 번호는 ⓐ∼ⓒ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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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중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광자극발광법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및 열발광법 

(Thermoluminescence, TL)은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인 광물질의 발광 특성

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광물질은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에너지가 저장

되고 일정온도의 적외선이나 열에 노출되면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1) 광자극발광법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1) 장치 및 기구

    ① 광자극발광분석장치 (PSL system) : 검체챔버, 광자극원 

(Stimulation source), 광물질측정시스템으로 구성된다. 

    ② 페트리디쉬 (플라스틱, 지름 50 ㎜)

    ③ 클린벤치 

   (2) 표준시료 

    ① 조사시료 : 5～10 kGy사이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된 파프리카분말 250 

g

    ② 비조사시료 :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파프리카분말 250 g

   (3) 대상시료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

섯, 건조버섯, 양파

   (4) 검체조제 

    ① 모든 검체조제는 차광조건으로 클린벤치에서 한다. 

    ② 시료는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의 경우 껍질을 페트리디

쉬에 담을 수 있는 크기로 절단하고, 분말시료 및 기타시료의 경우는 

골고루 혼합하여 페트리디쉬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각 시료에 대하여 2개의 검체를 조제한다. 

   (5)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검체가 담긴 페트리디쉬를 PSL 기기에 넣어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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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며 2개 검체에 대한 측정값들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예 : 400, 430). 단, 2개의 측정값 간에 (6) 판정이 다를 때에

는 4회 추가시험을 하여 총 6회 측정값 중 가장 높은 2회 측정값

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6) 판정

    ① 일반적으로 광자극발광법 (PSL)은 방사선조사 여부를 스크리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측정값이 T1 (700 count/60초) 미만이면 

음성시료 (Negative,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시료)로 판정하고, 

T2 (5,000 count/60초) 초과이면 양성시료 (Positive, 방사선이 조

사된 시료)로 한다.

    ② 측정값이 T1 ～ T2의 값을 나타내면 중간시료 (Intermediate, 방사

선 조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시료)로 한다. 

    ③ 양성시료와 중간시료는 최종 확인시험으로 2) 열발광법에 따라 시

험하여 그 결과의 판정에 따른다. 

  2) 열발광법 (Thermoluminescence, TL) 

   (1) 장치 및 기구

    ① 열발광분석장치 (Thermo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② 측정용기 : 검체측정용 컵(지름 9 mm ～ 10 mm, 두께 0.25 ～ 

0.5 mm 정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디스크

    ③ 초음파교반기

    ④ 나일론 여과포 (pore size 125 ㎛ 또는 250 ㎛)

    ⑤ 원심분리기

    ⑥ 건조기 : 50 ± 5℃

    ⑦ 방사선 조사장치 (60Co) 

   (2) 용어의 정의

    ① TL 강도 : 주어진 온도상승률에 따라 온도범위에서 검출된 빛의 양

    ② 글로우곡선 (Glow curve) : 온도에 따른 TL 강도의 변화

    ③ 글로우 1 (Glow 1) : 광물질로부터 측정한 글로우곡선

    ④ 글로우 2 (Glow 2) : 글로우 1을 측정한 광물질에 조사할 선량 (일



253

반적으로 1 kGy, 저선량인 감자, 마늘, 양파의 경우 0.25 kGy의 

선량을 이용함)으로 재조사 (re-irradiation)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측정한 글로우곡선 

    ⑤ TL 비 (TL ratio) : 주어진 온도범위에서 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에 

대한 글로우 1의 TL 강도 면적값의 비 (글로우 1의 TL 강도 면적값／

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 일반적으로 온도범위는 150～250℃ 범

위가 적용되나, 기기가 바뀌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표준광물질을 

사용하여 글로우곡선을 측정하여 온도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⑥ 공시험 : 시료없이 검체조제 과정과 시험조작 과정을 행하는 것

    ⑦ 최저검출한계 (Minimum Detectable Integrated TL-intensity 

Level, MDL) : 공시험 글로우 1의 평균값 + (표준편차 × 3)

   (3) 시약 및 시액 

    ① 폴리텅스텐나트륨 (Sodium polytungstate) 용액 (Na6[H2W12O40]․
H2O) :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에 증류수를 혼합하여 밀도를 2.0 

g/mL로 한다. 

    ② 실리콘스프레이

    ③ 1 N 염산 : 염산 95 mL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1,000 ㎖로 한다.

    ④ 4 N 염산 : 염산 380 mL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1,000 ㎖로 한다.

    ⑤ 1 N 암모니아수 : 암모니아수(28%) 65 mL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1,000 mL로 한다.

    ⑥ 아세톤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4) 대상시료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

섯, 건조버섯, 양파  

   (5) 검체조제 : 광물질 (silicate minerals)의 분리

    ① 모든 검체조제는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시료 일정량 (시료에 혼입된 광물질의 양에 따라 결정 (3 ～ 20 

g)하며, 생버섯은 약 500 g)을 증류수 150 ～ 200 mL에 넣고 

표면에 붙은 광물질이 분리되도록 5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③ 시료를 증류수와 함께 나일론 여과포로 500～1000 mL의 비이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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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여액을 5분 동안 방치하여 광물질을 침전 

시킨 다음 물과 유기물을 제거한다 (광물질과 소량의 유기물이 남

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침전물을 원심분리용기에 옮겨 실

온에서 5분 동안 방치하거나, 1분 동안 원심분리 (1000 x g)하여 

광물질을 침전 시킨 다음 물을 제거한다.

    ④ 원심분리용기에 남은 광물질에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 5 mL를 넣어 

혼합하고 초음파 처리한 후 2분 동안 원심분리 (1000 x g) 한다. 

    ⑤ 증류수 5 mL를 조심스럽게 첨가하여 방치한 후 물과 유기물을 제

거한다. 다시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 5 mL를 넣어 혼합한 후 증류

수 3 ～ 5 mL를 가하여 정치한 후 물을 제거한다.

    ⑥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을 따라 버리거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흡입 

제거한다.

    ⑦ 소량 남아 있는 폴리텅스텐나트륨용액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 

5 mL를 가하여 희석한 후 물을 제거한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한

다.

    ⑧ 1 N 염산 2 mL를 가하고 10 분간 방치한다 (광물질의 함량이 

많은 감자의 경우 4 N 염산 5 mL이상을 사용할 수 있다). 

    ⑨ 1 N 암모니아수 2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10분간 방치한다. 

    ⑩ 증류수 5 mL를 가하여 세척한 후 제거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

다.

    ⑪ 아세톤 5 mL을 가하여 세척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 

후 측정용기에 옮긴다.

   (6)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측정용기를 증류수로 세척하고 5 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아세톤으

로 2～3회 세척하고 다시 5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건조시킨 다음 

먼지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③ (5)검체조제에서 조제된 광물질 0.1～5.0 ㎎을 측정용기에 옮기고 실리

콘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다음 50℃ 건조기에서 16시간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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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TL 측정 조건 

        ㉮ 초기온도 : 50℃

        ㉯ 온도상승률 : 5℃/초

        ㉰ 최종온도 : 350 ～ 500℃

        ㉱ 질소 (99.99999% 이상)

    ⑤ 글로우 1을 측정하고, 1 kGy (혹은 0.25 kGy)로 재조사 (re-irradiation)

를 실시한 후 글로우 1과 동일한 조건으로 글로우 2를 측정한 후 

TL 비를 구한다.

    ⑥ 공시험의 글로우 1을 측정하여 최저검출한계를 구한다. 

    ⑦ 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이 최저검출한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

며,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한다.

   (7) 판정

    ① 글로우곡선의 모양, 글로우곡선이 나타나는 온도범위 및 TL 비로서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한다.

    ②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시료는 특징적인 글로우곡선을 나타내지 않거나 

300℃ 이상에서 자연방사능에 의한 곡선을 나타낸다.

    ③ 방사선 조사된 시료는 150 ～ 250℃ 부근에서 최대강도를 보이는 

글로우곡선을 나타낸다.

    ④ TL 비가 0.1이상인 것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0.1이하인 것은 방

사선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단, 여러 개의 원료로 혼합되

어 있는 향신료조제품의 경우 함유되어 있는 한 개 이상의 원료들

이 방사선 조사되었을 때 TL 비가 0.1이하를 나타낼 수 있으나, 글

로우1의 모양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방사선 조사된 것

으로 판정한다.

   (8) 글로우곡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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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비조사된 시료의 글로우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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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조사된 시료의 글로우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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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사 및 재조사된 동일 시료의 글로우곡선

1 : 글로우 1, 2 : 글로우 2 (1 kGy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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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7. 15.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시험법은 200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고, 제7. 24. 방사선조사식품 검지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조․수입한 제품의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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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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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고   시

 제4.식품별 기준 및 규격 

18. 주류

18-1 탁주

1)～3) (생  략) 

4) 시험방법

(1)～(2) (생  략)

(3) 메탄올

① (생  략)

② <신  설>

 제4.식품별 기준 및 규격 

18. 주류

18-1 탁주

1)～3) (현행과 같음) 

4) 시험방법

(1)～(2) (현행과 같음)

(3) 메탄올

① (현행과 같음)

② 가스크로마토그래프법

㉮ 시약

  ⓐ 내부표준용액 : n-부틸알콜을 최종농

도 10～100 mg/L으로 한다.

  ⓑ 메탄올표준용액 : 메탄올 특급을 물로 

희석하여 10～100 mg/L의 표준액계열

을 만든다

㉯ 시험

    시료를 15℃에서 검정한 100 mL 메스플라스

크의 눈금까지 취하고 이것을 약 300∼500 

mL 플라스크에 옮긴 다음 이 메스플라스

크를 약 15 mL의 물로 2회 씻은 액을 플

라스크에 합치고 냉각기에 연결한 다음 

메스플라스크를 받는 용기로 하여 증류

한다. 유액이 70 mL(소요시간은 약 20분 

내외)가 되면 증류를 중지하고 내부표준

용액을 최종농도 10∼100 mg/L되게 가한 

후 물을 가하여 15℃에서 메스플라스크의 

눈금까지 채운다음 잘 흔들어 시험용액으

로 한다. 시험용액 1∼5 μL를 가스크로마

토그래프에 주입하여 얻어진 크로마토그램

으로부터 메탄올피크의 높이 또는 면적

을 구하여 미리 메탄올표준액 계열을 검

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작성한 검

량선에 의하여 메탄올 함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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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고   시

<신  설>

 19. 건포류

  19-1 건포류

  1) ～ 2) (생  략)

  3) 규격

   (1) (생  략)

   (2) 수분(%) : 건어포류에 한하며 20.0이하

(단, 전복은 22.0이하이어야 한다)

   (3) ～ (4) (생  략)

  4) 시험방법

   (1) 수분

      제7. 일반시험법 1. 일반성분시험법 

1)수분에 따라 시험한다.

제7. 일반시험법

15. 식품중의 잔류물질 시험법

1) (생  략)

2) 항생물질

(1) (생  략)

(2) 정량시험법

① 기기분석법

    ㉮～㉺ (생  략)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신  설>

㉰ 측정조건

 ⓐ기기: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수소염이온화 

검출기(Flame Ionization detector) 

 ⓑ칼럼 : Polyethylene glycol 계열의 

물질이 코팅된 캐필러리 칼럼, 

   50 m x 0.2 mm x 0.3 ㎛ 또는 이와 

동등한 것

 ⓒ칼럼온도 : 60 ～ 150℃

 ⓓ 시료주입부 온도 : 150 ～ 200℃

 ⓔ 검출기 온도 : 150 ～ 200℃

 ⓕ 운반기체 : N2 또는 He

 ⓖ 캐리어 가스 유량 : 1 mL/min

 19. 건포류

  19-1 건포류

  1) ～ 2) (현행과 같음)

  3) 규격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2) ～ (3) (현행(3) 내지 (4)와 같음)

  4) 시험방법

   (1) <삭  제>

제7. 일반시험법

15. 식품중의 잔류물질 시험법

1) (현행과 같음)

2) 항생물질

(1) (현행과 같음)

(2) 정량시험법

① 기기분석법

㉮～㉺ (현행과 같음)

    ㉻ 클로람페니콜(Chloramphenicol)

     Ⓐ 벌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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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고   시

<신  설>

㉠ 정량법의 원리

   벌꿀에 물을 넣어 균질화한 후 SPE(Solid 

Phase Extraction) 칼럼으로 정제하여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로 분석한

다.

㉡ 측정기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 시약 및 시액

    ⓐ 용매 :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물 : 3차 증류수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표준원액 : 클로람페니콜 표준품을 

정밀히 달아 메탄올에 녹여 100 ㎍

/mL 하고 영하 20℃에 보관한다. 

사용시 표준품을 실온에 두어 용액

의 온도가 실온과 동일해지면 사용

한다.

　　ⓓ 표준용액 : 표준원액을 50% 메탄올 

수용액에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Divinylbenzene-N-vinylpyrrolidone

Copolymer(충진제) 카트리지 칼럼 

: HLB(Hydrophilic Lipophilic 

Balance) 카트리지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기타시약 : 특급

㉣ 시험용액의 조제

    균질화한 검체 5 g에 물 20 mL를 넣고 

진탕하여 녹인다. 이 액을 미리 메탄올 

5 mL와 물 5 mL로 활성화시킨 HLB 카

트리지(충진제 60 mg)에 추출액을 흡

착시키고 20% 메탄올 수용액 5 mL로 

세척한 후, 60% 메탄올 수용액 6 mL로 

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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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고   시

<신  설>

    용출액은 45℃ 이하의 수욕중에서 감압

하여 농축한 잔류물을 30% 아세토니트

릴 수용액 1 mL에 녹인 후 0.2 ㎛ 멤

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시험용액으로 

한다.

㉤ 시험조작

 ⓐ 측정조건

   -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조건

    ․ 칼럼 : C18(2×150 mm, 3 ㎛) 또는 

이와 동등한 것

    ․ 이동상 

       이동상 A : 0.1% 아세트산 수용액

에 10 mM 암모늄 아세테이트가 되

도록 녹인 용액

       이동상 B : 아세토니트릴(95%)과 

이동상 A(5%)와의 혼합액 

시간(분) A(%) B(%)

 0.0 80 20

15.0 10 90

15.5 80 20

30.0 80 20

    ․ 유속 : 0.2 mL/min

    ․ 칼럼온도 : 40℃

    ․ 주입량 : 20 μL  

   - 질량분석기 조건

    ․ Ionization : ESI(negative)

    ․ Scan Width : 1.5이하

    ․ Capillary Temperature : 350℃

    ․ Auxiliary Gas : 질소 

    ․ Collision Gas : 아르곤 또는 헬륨

ⓑ 정량

   - 시험용액 및 표준용액을 각각 질량분석

기에 주입하여 아래표의 특이이온을 

확인하고, 이온별 비율을 만족해야 한

다. 각각에서 얻은 크로마토그램으로부

터 머무름시간을 비교하고 m/z 152의 

피크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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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고   시

<신  설>

  <신  설>

  Ⓐ 정량법의 원리

     (생   략) .

  Ⓑ 측정기기

     (생   략)

  Ⓒ 시약 및 시액 

    ㉠∼㉢ (생   략)

  Ⓓ 시험용액의 조제

    (생   략) 

  Ⓔ 시험조작

    ㉠∼㉢ (생   략)

  16. ～ 23. (생  략)

    <신  설>

     평균면적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검체 

중 클로람페니콜의 함량을 구한다. 검

량선 작성은 표준용액 1.0, 2.5, 5.0, 

10, 25, 50 ㎍/L의 농도 중 시험용액

의 클로람페니콜 농도에 따라 5개 농

도를 이용한다.

물질
Precursor Ion 

(m/z)

Fragment ion 

(m/z)

이온별 비율

(%)*

클로람페

니콜
321

152

176

194

257  

100

20

6

5

 * 이온별 비율은 분석조건에 따라 차이날 

수 있음.

   - 정량한계(0.5㎍/㎏)

 Ⓑ 벌꿀, 어류 및 갑각류 이외의 식품

  ㉠ 정량법의 원리

     (현행과 같음)

  ㉡ 측정기기

     (현행과 같음)

  ㉢ 시약 및 시액

    ⓐ∼ⓒ (현행 ㉠∼㉢과 같음)

  ㉣ 시험용액의 조제

     (현행과 같음)

  ㉤ 시험조작

     ⓐ∼ⓒ (현행 ㉠∼㉢과 같음)

  16. ～ 24. (현행과 같음)

  25.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법

    광 자 극 발 광 법 ( P h o t o s t i m u l a t e d 

luminescence, PSL) 및 열발광법

(Thermoluminescence, TL)은 식품에 혼

입된 이물질인 광물질의 발광 특성을 이

용하는 방법으로서 광물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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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에너지가 저장되고 

일정온도의 적외선이나 열에 노출되면 에

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방출하는 빛의 

양을 측정하여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하

는 방법이다. 

  1) 광자극발광법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1) 장치 및 기구

    ① 광자극발광분석장치 (PSL system) : 검

체챔버, 광자극원 (Stimulation 

source), 광물질측정시스템으로 구성된

다. 

    ② 페트리디쉬 (플라스틱, 지름 50 ㎜)

    ③ 클린벤치 

   (2) 표준시료 

    ① 조사시료 : 5～10 kGy사이의 선량으로 방

사선 조사된 파프리카분말 250 g

    ② 비조사시료 :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파

프리카분말 250 g

   (3) 대상시료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

버섯, 양파

   (4) 검체조제 

    ① 모든 검체조제는 차광조건으로 클린벤

치에서 한다. 

    ② 시료는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버섯, 

양파의 경우 껍질을 페트리디쉬에 담

을 수 있는 크기로 절단하고, 분말시

료 및 기타시료의 경우는 골고루 혼합

하여 페트리디쉬에 바닥이 보이지 않

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각 시료에 

대하여 2개의 검체를 조제한다. 

   (5)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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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검체가 담긴 페트리디쉬를 PSL 기기에 

넣어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를 측정

하며 2개 검체에 대한 측정값들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예 : 400, 

430). 단, 2개의 측정값 간에 (6) 판정

이 다를 때에는 4회 추가시험을 하여 

총 6회 측정값 중 가장 높은 2회 측정

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6) 판정

    ① 일반적으로 광자극발광법 (PSL)은 방

사선조사 여부를 스크리닝할 때 사용

하는 방법으로서 측정값이 T1 (700 

count/60초) 미만이면 음성시료 

(Negative,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시료)로 판정하고, T2 (5,000 

count/60초) 초과이면 양성시료 

(Positive,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로 

한다.

    ② 측정값이 T1 ～ T2의 값을 나타내면 

중간시료 (Intermediate, 방사선 조사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시료)로 한다. 

    ③ 양성시료와 중간시료는 최종 확인시험

으로 2) 열발광법에 따라 시험하여 그 

결과의 판정에 따른다. 

  2) 열발광법 (Thermoluminescence, TL) 

   (1) 장치 및 기구

    ① 열발광분석장치 (Thermoluminescence 

detection system)

    ② 측정용기 : 검체측정용 컵(지름 9 mm 

～ 10 mm, 두께 0.25 ～ 0.5 mm 정

도) 또는 스테인레스 스틸 디스크

    ③ 초음파교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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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나일론 여과포 (pore size 125 ㎛ 또

는 250 ㎛)

    ⑤ 원심분리기

    ⑥ 건조기 : 50 ± 5℃

    ⑦ 방사선 조사장치 (60Co) 

   (2) 용어의 정의

    ① TL 강도 : 주어진 온도상승률에 따라 

온도범위에서 검출된 빛의 양

    ② 글로우곡선 (Glow curve) : 온도에 따

른 TL 강도의 변화

    ③ 글로우 1 (Glow 1) : 광물질로부터 측

정한 글로우곡선

    ④ 글로우 2 (Glow 2) : 글로우 1을 측정

한 광물질에 조사할 선량 (일반적으로 

1 kGy, 저선량인 감자, 마늘, 양파의 

경우 0.25 kGy의 선량을 이용함)으로 

재조사 (re-irradiation)하고 동일한 조

건으로 측정한 글로우곡선 

    ⑤ TL 비 (TL ratio) : 주어진 온도범위에서 

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에 대한 글로

우 1의 TL 강도 면적값의 비 (글로우 1

의 TL 강도 면적값／글로우 2의 TL 강

도 면적값) 일반적으로 온도범위는 15

0～250℃ 범위가 적용되나, 기기가 바

뀌거나 명확하지 않을 경우 표준광물

질을 사용하여 글로우곡선을 측정하여 

온도범위를 설정할 수 있음 

    ⑥ 공시험 : 시료없이 검체조제 과정과 시

험조작 과정을 행하는 것

    ⑦ 최저검출한계 (Minimum Detectable

Integrated TL-intensity Level, 

MDL) : 공시험 글로우 1의 평균값 + 

(표준편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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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약 및 시액 

    ① 폴리텅스텐나트륨 (Sodium polytungstate) 용

액 (Na6[H2W12O40]․H2O) : 폴리텅스텐

나트륨 용액에 증류수를 혼합하여 밀

도를 2.0 g/mL로 한다. 

    ② 실리콘스프레이

    ③ 1 N 염산 : 염산 95 mL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1,000 ㎖로 한다.

    ④ 4 N 염산 : 염산 380 mL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1,000 ㎖로 한다.

    ⑤ 1 N 암모니아수 : 암모니아수(28%) 

65 mL를 증류수로 희석하여 1,000 

mL로 한다.

    ⑥ 아세톤 : 액체크로마토그래프용 또는 

이와 동등한 것

   (4) 대상시료 :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감자, 마늘, 생버섯, 건조

버섯, 양파  

   

   (5) 검체조제 : 광물질 (silicate minerals)의

분리

    ① 모든 검체조제는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시료 일정량 (시료에 혼입된 광물질의 

양에 따라 결정 (3 ～ 20 g)하며, 생

버섯은 약 500 g)을 증류수 150 ～

200 mL에 넣고 표면에 붙은 광물질

이 분리되도록 5분간 초음파 처리한

다. 

    ③ 시료를 증류수와 함께 나일론 여과포

로 500～1000 mL의 비이커를 사용

하여 여과하고, 여액을 5분 동안 방치

하여 광물질을 침전 시킨 다음 물과 

유기물을 제거한다(광물질과 소량의 

유기물이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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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전물을 원심분리용기에 옮겨 실온에

서 5분 동안 방치하거나, 1분 동안 원

심분리 (1000 x g)하여 광물질을 침전

시킨 다음 물을 제거한다.

    ④ 원심분리용기에 남은 광물질에 폴리텅스

텐나트륨 용액 5 mL를 넣어 혼합하고 

초음파 처리한 후 2분 동안 원심분리 

(1000 x g) 한다. 

    ⑤ 증류수 5 mL를 조심스럽게 첨가하여 

방치한 후 물과 유기물을 제거한다. 

다시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 5 mL를 

넣어 혼합한 후 증류수 3 ～ 5 mL를 

가하여 정치한 후 물을 제거한다.

    ⑥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을 따라 버리거

나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흡입 제거한

다.

    ⑦ 소량 남아 있는 폴리텅스텐나트륨용액

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 5 mL를 

가하여 희석한 후 물을 제거한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한다.

    ⑧ 1 N 염산 2 mL를 가하고 10 분간 

방치한다 (광물질의 함량이 많은 감

자의 경우 4 N 염산 5 mL이상을 사

용할 수 있다). 

    ⑨ 1 N 암모니아수 2 mL를 가하여 혼합

하고 10분간 방치한다. 

    ⑩ 증류수 5 mL를 가하여 세척한 후 제

거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다.

    ⑪ 아세톤 5 mL을 가하여 세척하고 제거

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 후 측정

용기에 옮긴다.

   (6)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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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측정용기를 증류수로 세척하고 5 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아세톤으로 2～3

회 세척하고 다시 5 분간 초음파 처

리하여 건조시킨 다음 먼지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③ (5)검체조제에서 조제된 광물질 0.1～

5.0 ㎎을 측정용기에 옮기고 실리콘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고정시킨 다음 

50℃ 건조기에서 16시간 방치한다. 

    ④ TL 측정 조건 

        ㉮ 초기온도 : 50℃

        ㉯ 온도상승률 : 5℃/초

        ㉰ 최종온도 : 350 ～ 500℃

        ㉱ 질소 (99.99999% 이상)

    ⑤ 글로우 1을 측정하고, 1 kGy (혹은 

0.25 kGy)로 재조사 (re-irradiation)

를 실시한 후 글로우 1과 동일한 조건

으로 글로우 2를 측정한 후 TL 비를 

구한다.

    ⑥ 공시험의 글로우 1을 측정하여 최저검

출한계를 구한다. 

    ⑦ 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이 최저검

출한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

인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한다.

   (7) 판정

    ① 글로우곡선의 모양, 글로우곡선이 나타

나는 온도범위 및 TL 비로서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한다.

    ②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시료는 특징적인 

글로우곡선을 나타내지 않거나 300℃

이상에서 자연방사능에 의한 곡선을 

나타낸다.

    ③ 방사선 조사된 시료는 150 ～ 250℃ 부

근에서 최대강도를 보이는 글로우곡선

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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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TL 비가 0.1이상인 것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0.1이하인 것은 방사선 조사되

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단, 여러 개

의 원료로 혼합되어 있는 향신료조제

품의 경우 함유되어 있는 한 개 이상

의 원료들이 방사선 조사되었을 때 

TL 비가 0.1이하를 나타낼 수 있으나, 

글로우1의 모양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

로 나타나므로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판

정한다.

   (8) 글로우곡선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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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비조사된 시료의 글로우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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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조사된 시료의 글로우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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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조사 및 재조사된 동일 시료의 글로우곡선

1 : 글로우 1, 2 : 글로우 2 (1 kGy로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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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절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역기술

   1. 검역처리 (방사선 조사/훈증처리) 농산물의 품질차별화 

    검역처리 건고추의 품질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처리구별 시료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을 HPLC에 의해 측정한 결과, Table 3-72와 같이 각각 21.73∼28.71 m

g％와 10.05∼12.29 mg％의 범위로 나타났다. 

Table 3-72. Comparativ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fumigation on contents  of 

capsaicin and dihydrocapsaicin in red pepper (unit : mg％)

Pungent 

component

Storage

period

(month)

      Treatment

Control 5 kGy 10 kGy MeBr PH3

Capsaicin

0

4

8

28.71a

28.65
a

24.70
a

27.13a

24.04
b

21.19c

26.04b

21.90
c

20.85
c

27.21a

23.75
b

23.06
b

21.73c

21.03
c

20.52
c

Dihydro

capsaicin

0

4

8

12.17
a

12.07
a

10.83a

12.29
a

9.45
b

10.22a

12.17
a

9.59
b

10.33a

10.05
b

10.51
b

10.66a

11.01
b

11.89
a

10.37a

a-c
Mean scores within a row followed by the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3-73. Catechin contents (mg/g) in gamma irradiated and fumigated green tea 

Catechin 
composition

Treatment
F-value

Control 5 kGy 10 kGy MeBr PH3

Gallocatechin 25.93±0.01
1)a

25.83±0.01
a

25.81±0.01
a

25.73±0.01
b

25.76±0.01
b

72.61
***

Catechin 4.91±0.01
a

4.68±0.01
b

4.73±0.03
b

4.43±0.01
d

4.51±0.01
c

359.75
***

Epicatechin 7.01±0.01a 6.60±0.04b 7.02±0.04a 6.18±0.01c 6.07±0.01d 585.62***

Epicatchin 
gallate

1.57±0.01a 1.54±0.01a 1.54±0.04a 1.54±0.01a 1.53±0.01a 1.05**

1)
Means of duplicate±standard deviation. p<0.01

***
, p<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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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의 경우 PH3 훈증과 10 kGy 조사구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 으며, 저장 중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나 실온 8개월 이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 다. 

Dihydrocapsaicin의 경우 대조구와 조사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훈증구에서는 낮은 값을 

보 다. 저장 중 변화에서 capsaicin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무처리 시료를 제외한 감

마선 및 훈증처리 시료에서 감소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dihydrocapsaicin의 경우에도 8개월 

후 대조구와 유사하 다. 다류(녹차)의 폴리페놀성 화합물로서 catechin류 조성을 HPLC로 분

석해 본 결과, Table과 같이 검역처리 직 후 epicatechin gallate는 처리구 간에 차이가 없었으

나 나머지 gallocatechin, catechin 및 epicatechin 함량은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구는 거의 차이

가 없었으나 훈증 처리구에서는 유의적인 함량 차이가 나타났다.

2. 미국산 육류의 방사선 조사후 냉동 저장시의 변화

   미국산 방사선 조사 육류(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진공 포장하여 냉동 저장하면서 화학

적 특성[지방산패도, off-odor, gas production, volatiles, hydrocarbons(HC), 2-alkyl 

cyclobutanones(ACB) 등]을 모니터링 하 을 때 HC, 2-ACB와 더불어 methane의 생성이 방

사선 유도 화합물로 검출되었다. Methane의 생성은 방사선 조사 소시지의 방사선 유도 특이 

성분으로서 조사선량에 의존적인 결과를 보인다. 신선육을 방사선 조사하기 전후에 cooking을 

하 을 경우 그의 생성량은 Table 3-74와 같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며, cooking timing의 

향은 유의적이지 않았고 육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이하 다. 

Table 3-74. Effect of irradiation before or after cooking on methane production   in three 

different meats (unit: ppm)

Cooking timing
Irradiation dose 

(kGy)
Beef Pork Chicken

Raw meat
0 D0.00±0.001)a C0.00±0.00a B0.00±0.00a

5 A3.03±0.06c A5.30±0.37a A3.30±0.15b

Before 
irradiation

0 D0.00±0.00a C0.00±0.00a B0.00±0.00a

5 B2.45±0.18b B2.63±0.15b A3.10±0.11a

Before 
irradiation

5
C
2.11±0.08

c B
2.90±0.15

b A
3.33±0.12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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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방사선 조사 건조수산물의 Korea-India 예비교역 평가시험;

   방사선 조사 후 건어물의 교역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Korea (KNU/KAERI) - India 

(BARC)간에 공동연구로 수행된 예비수송시험 경과를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관능적/상품적 측

면에서 종합평가하고 교역에 필요한 품질관리기술(identification)의 하나로써 다중판별체계

(screening-verification method)를 확보하여 국제학회에 발표하 다. 

 4.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김치의 품질향상기술 개발 

   김치에 대한 감마선 조사기술의 적용 연구는 크게 채소로부터 유래한 발효초기의 병원성 

미생물 제어와 적정 숙성도 유지기간의 연장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김치 담금 직후 SS agar (Salmonella, Shigella 및 enteric bacteria 선택배지) 분리균주는 

10
4
 cfu/g의 수준으로 pathogen의 오염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SS agar 분리균주는 발효기

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자연적으로 사멸되었으나 발효 10일차까지도 검출되었다. 따라서 김치

의 수출에서 발효초기 제품의 경우 병원성 미생물의 검출로 국제교역에서 검역상의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으므로 감마선 조사기술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김치에서 분리된 

enteric bacteria는 Enterobacter agglomerans, Salmonella typhimurium, Alcaligenes 

xylosoxydans 등으로 동정되었다. 한편 SS agar에서 분리된 enteric bacteria의 D 값은 0.3 

kGy 내외이고 김치발효에 관여하는 산생성 세균의 D 값은 0.9 kGy 수준이므로 조사선량에 따

라 enteric bacteria와 산생성 세균의 선택적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ure 3-63). 

   김치의 감마선 조사가 김치의 양성분, 질감, 관능 등의 일반 품질에 직접적인 향을 미

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아미노산 및 유기산의 함량, 기계적 texture, 기계적 색도를 측정하

다. 또한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김치의 관능차이를 triangle test와 선호도 검사로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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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3. Growth of Lactobacillus during the fermentation period of gamma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Kimchi. Symbols are ●; 0 kGy, ■; 1 kGy, ▲; 2 kGy, ◆; 3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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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 직후 김치의 아미노산 함량 및 조성을 분석한 결과 10 kGy 이내의 조사선량

에서 아미노산과 유기산 함량의 유의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 직후 김치의 

기계적 texture를 분석한 결과 10 kGy 이내의 조사선량에서 total force 및 share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 직후 김치의 L, a, b 값을 측정한 결과 5 kGy 이내의 조

사선량에서 색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10 kGy에서는 L값의 증가와 a값

의 감소가 관찰되어 김치의 색상변화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감마선 조사 직후 김치의 pH

를 분석한 결과 10 kGy 이내의 조사선량에서 pH의 유의적인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감마선

을 조사하지 않은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 시료의 관능평가 결과, 5 kGy 이내의 감마선 조사에

서는 비조사구와 조사구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 으나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김치는 

panel의 90%가 차이를 인식하 다.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김치는 texture를 제외한 색, 

향, 맛 모두에서 5 kGy 이하의 조사 시료나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선호도가 낮았다. 따라서 

김치의 감마선 조사는 5 kGy 이내의 선량이 유효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치의 항균효과, 항산화효과 등의 기능성은 김치의 가장 유용한 품질특성이므로 감마선 조

사에 의하여 김치의 보존성을 확보하더라도 유용한 기능성이 파괴된다면 김치의 감마선 조사

는 산업적 적용에 제한을 받게 될 것이다. 10 kGy 이내의 감마선 조사에서 김치의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저해효과, xanthine oxidase (XOase)의 저해효과 등의 기능성은 그 

활성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3-64). 마찬가지로 10 kGy 이내의 감마선 조사에서 김

치의 전자공여능과 DPPH radical 소거능, 그리고 김치의 항균성 등도도 대조구와 감마선 조사

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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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4. Th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inhibition activity of Kimchi against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and xanthine oxidase (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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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는 미생물의 발효작용으로 제조되므로 김치의 보존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각기 다

른 발효단계에서의 적절한 발효미생물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따라서 김치의 발효초기와 적정 

숙성기 도달 이후로 구분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다음 어느 시기의 감마선 조사가 산업적 적용

에 적합할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발효초기의 감마선 조사는 초기 발효미생물의 도를 낮추고 

post irradiation effect에 의하여 미생물의 생장을 지연시킴으로써 김치의 보존성을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Figure 3-65). 한편, 적정 숙성기 도달 이후에 감마선을 조사할 경

우, 조사선량에 따라 젖산균과 효모의 도가 낮아졌으나 산도의 상승 및 pH의 저하효과는 초

기 조사에 비하여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Lactate dehydrogenase 활성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

로, 발효초기 감마선 조사는 젖산균의 생장 제어와 함께 LDH의 활성의 상승도 유의적으로 지

연시켰으나 적정 숙성기 도달 이후 감마선을 조사할 경우에는 젖산균이 감소한 시료에서도 

LDH의 활성은 유지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김치의 보존성 향상 목적을 위해서

는 발효초기의 감마선 조사가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김치산업에서 원료수급방식

으로 중요한 절임배추의 장기저장에도 감마선 조사가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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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5. Growth of acid producing bacteria (left) and yeast (right) in Kimchi after 

gamma irradiation on the mid fermentation stage (D+10 day). Symbols are, ◇; 

non-irradiated control, □; 2.5 kGy, △; 5 kGy, ○; 10 kGy

 5.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젓갈의 품질향상기술 개발

   창란젓갈의 위해미생물은 대부분 5 kGy 이내의 선량에서 제거되었으며 기존 제품의 염도

에 비하여 50% 내외의 저염화가 가능하 다. 또한 감마선 조사를 통하여 젓갈을 비롯한 발효

식품의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민류의 생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감마선 조사

된 멸치액젓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결과 그 안전성을 재확인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는 젓갈의 저염화, 위생화 및 미생물적 품질을 유지하는데 유용한  방법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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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6. 된장의 혈전용해효소 활성과 미생물분포와의 상관관계 평가

   장류의 방사선살균을 위한 예비실험으로 전통된장과 공장산 된장 제품, 메주와 Koji, 그리

고 된장 발효공정에서의 혈전용해효소 활성과 microflora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다. 장류의 

Bacillus group 분포와 혈전용해효소활성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fungal group 분포

와 혈전용해효소활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된장의 혈전용해활성은 된장 담금 이전의 

원료 구성에 따라 결정되며, 메주나 Koji에서 유래된 혈전용해 효소는 된장의 발효과정에서도 

계속 활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혈전용해효소 활성이 높은 된장을 제조하기 위해서

는 메주나 Koji의 제조공정에서 효소활성을 유도하여 된장 담금 시 첨가하는 공정의 설정이 

유효할 것으로 제안하 다. 

 7. 감마선 살균한 구운 계란의 미생물학적 유통기한 설정

   난 가공식품인 구운 계란의 포장유통을 목적으로 구운 계란 제조공정 중의 미생물 오염도

를 평가하 으며 미생물 살균방법으로 감마선 조사와 고온가압살균법을 비교하여 제품의 보존 

안정성 및 유효 유통기한 확보를 위한 살균 기준을 설정하 다. PE 포장지에 낱개 포장한 구

운 계란의 미생물 오염도는 일반세균 >10
4
 cfu/g, 대장균군 <10

1
 cfu/g, 곰팡이 포자 >10

2
 

cfu/g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미생물은 제품 포장과정에서의 2차 오염에 의하여 이염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살균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구의 보존성은 상온에서 1주일 이하 으며 121℃

에서 15 분간 처리한 고온가압살균 제품과 5 kGy 이상의 감마선을 조사한 제품은 미생물학적

으로 상온에서 3개월 이상의 유통기한을 확보하 다. 관능평가 결과 5 kGy 이하의 감마선을 

조사한 구운 계란은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는 향과 맛에서, 고온가압살균 시료는 질감에서 다소 낮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구운 계란의 상온 장기유통을 위한 감마선 조사는 5 kGy가,  유통기한은 상온 3개월이 

적정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8. 방사선 조사와 훈증 처리된 건고추의 저장 중 부위별 색도 및 관능특성

 건고추의 위생화 및 검역처리와 관련하여 감마선 조사(5, 10 kGy)와 훈증처리(MeBr, PH3)된 

건고추의 저장 중 기계적 색도(Hunter L, a, b, △E) 및 관능적 품질을 평가하 다. 건고추의 

가공형태에 따른 비교에서 통고추는 실온 저장 중 높은 명도(L) 값을, 분말 고추는 높은 적색

도(a) 값을 유지하 다. 건고추 부위별 시료의 색도에 대한 감마선과 훈증 처리의 향에서 처

리 직후에는 전반적인 색차(△E) 값이 크지 않았으나, 저장 8개월 후 통고추는 PH3 훈증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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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고추는 5 kGy 조사군이 각각 높은 적색도를 보 다(p<0.05). 감마선 조사 건고추 과피의 

적색도는 저장 8개월에 크게 감소하 으며, 훈증 처리된 시료에서도 유사한 변화를 보 다. 건

고추 씨의 황색도(b)는 10 kGy 조사군이 가장 낮은 값을 보 으며(p<0.05), 저장 기간이 경과

됨에 따라 처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통고추 및 분말고추의 관능적 품질

은 상업적 조건의 감마선 및 훈증 처리에 의해 거의 변화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할수

록 대조군에 비해 높은 관능평점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결과는 감마선 및 훈증 처리 시 통고

추 형태보다는 분말고추에서 보다 양호하게 나타났다.

9. 교역대상 모델농산물의 수출입, 검역관리 현황 분석과 검역유기체 사멸 및 유전특성 비교(2)

   교역대상 모델농산물(수입곡류 등)의 수입 및 검역현황 및 검역(검사)시 불합격 현황과 훈

증실적을 조사하고, 대상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 허가 현황을 조사․분석하 다. 수입곡류, 다류 

등의 대표적 검역관련 해충(쌀바구미, 화랑곡나방)의 감마선/훈증처리 감수성 비교와 완전사멸

에 요구되는 적정 치사조건을 확보하 다. 검역대상 해충 화랑곡나방의 사멸 과정에 나타나는 

형태적 변화와 성장, 산란, 및 부화 등 생리적 특성을 조사하고 이들의 조사선량 의존성을 평

가하 다. 또한 감마선 처리 후 해충의 체 단백질 비교와 해충 genomic DNA 절편율

(fragmentation), 유전자 발현율 비교 분석하 다.

10. 검역처리(방사선 조사/훈증처리) 모델농산물의 품질차별화(2)

   다류(녹차, 홍차, 우롱차)의 오염미생물과 검역 관련 해충은 감마선 조사(5 kGy)에 의해 완

전 사멸되었으나 현행 훈증법은 살균효과가 없었다. 처리 다류의 이화학적 품질은 비교적 안정

하 고, 다류의 생리활성 성분(페놀화합물, 카테친, 카페인, 플라보노이드, EDA, 과산화수소 소

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등)은 감마선 조사구에서 대조구와 차이가 없이 매우 안정하 다. 관능

평가에서  훈증 처리군에서 색>향기>전반적 기호도 순으로 좋지 못한 평점을 나타내었다

(p<0.05). 방사선 조사된 다류의 유통 및 수출입을 관리할 수 있는 검지관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물리적(PSL, TL, ESR), 화학적 (HC), 미생물학적(DEFT/APC) 검지물질(markers)들의 

확인시험과 분석조건을 확립하여 처리 후 실온에서 1년 간 저장 후에도 방사선 조사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 다. 이들 분석법들을 시료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면 다수의 미지시료

(unknown samples)의 신속한 검지를 위한 다중검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1. 한약재의 항산화성 평가 

  총 50종의 생약재에 10 kGy의 방사선을 조사한 다음 추출액에 대한 total antioxidant 

potential을 FRAP 및 DPPH 측정 방법으로 항산화성을 비교한 결과 3회의 반복 측정에서 방

사선 조사에 따른 생약재의 항산화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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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녹즙의 생물학적 기능성 평가

  녹즙을 모델로 하여 방사선 조사 녹즙과 비조사 대조구 녹즙의 antioxidant potential을 

TPTZ-Fe(III) complex를 TPTZ-Fe(II) complex로 환원시키는 환원력을 측정하여 비교하 다. 

케일과 당근 녹즙 모두에서 방사선 조사 시료의 FRAP 값이 대조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여주었

으며, 특히 당근 녹즙의 FRAP 값은 phenolic compound 함량 측정값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다. FRAP 값의 측정과 함께 녹즙의 antioxidant activity를 DPPH 방법을 이용하여 free 

radical의 소거능으로 측정한 결과 또한 ferric reducing capacity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녹즙의 ascorbic acid , carotene 화합물, phenol compound 등 기능성물질의 함량과 기능성 또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감소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조구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 

시료가 더 높거나 안정적임을 확인하 다. 방사선 조사 녹즙과 비조사 대조구 녹즙의 환원력과 

ascorbic acid , carotene 화합물, phenol compound 등 기능성물질의 함량은 방사선 조사에 의

하여 감소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13. 절임배추의 방사선 살균 및 장기보존

  절임배추의 보존성을 증진을 위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시험을 실시한 결과 최소 1 

kGy의 방사선 조사선량에서 제품의 품질특성에 변화를 주지 않고 보존성을 2배 이상 증진시

킬 수 있음을 확인하 다.

14. 방사선 조사에 의한 된장의 biogenic amine 저감효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 내 독성물질 저감화 연구의 일환으로, 방사선 조사에 따른 된장의 

biogenic amine 저감효과를 살펴본 결과 염도 10% 이하의 저염된장에서 BA의 제어효과를 확

인하 다.  

15. 감마선 조사 건고추와 훈증처리 고추의 품질비교

  방사선 조사(5, 10 kGy)와 훈증처리(MeBr, PH3)된 건고추의 저장조건(실온, 8개월)에 따른 

미생물학적, 수분함량, 기계적 색도 및 흡광특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처리구별 미생물 

농도에서 무처리 시료의 총세균은 분말 고추 4.8×10
5 
CFU/g, 통고추 1.8×10

2
 CFU/g 수준이었

고, 효모 및 곰팡이는 분말 고추 1.7×10
5
 CFU/g, 통고추 5.0×10

2
 CFU/g 수준으로 통고추에 비

해 분말 고추가 높은 미생물 농도를 나타내었다. 화학 훈증제는 살균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

았으나 5 kGy 범위의 감마선 조사는 모든 미생물 농도를 2∼3 log cycle 이상 감소시킬 수 있

었다. 건고추 과육 추출물의 흡광특성은 처리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외피의 명도(L)는 처리직

후 10 kGy 조사군과 MeBr 처리군에서 적색도(a)와 황색도(b)는 감마선과 훈증처리군에서 각

각 낮은(p<0.05) 값을 보 으나 저장 4개월 이후에는 무처리군과 처리군간에 유의적이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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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며, 저장기간은 시료의 색도변화에 유의적인 향을 나타내었다.

 16. 차(tea)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

  차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를 위한 시험방법으로, 물리적 검지방법인 TL, PSL, ESR 방법과 

생물학적 검지방법인 direct epiflourescent technique/aerobic plate count (DEFT/APC) 방법의 

적용여부를 평가하 다. 실험결과 TL은 정성분석이, PSL과 ESR은 정량분석이 가능하 으며 

DEFT/APC 방법도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다.

 17. 방사선 조사 김치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방사선 조사 김치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AMES test, chromosome 

aberration test, micronucleus test에서 20 kGy의 조사에 의하여 유전독성이 관찰되지 않음을 

확인하 다. 

 18. 감마선 조사 건조 양파의 향기성분 분석

  감마선 조사된 건조 양파의 향기성분을 GC-MS로 분석한 결과 다수의 향기성분에서 독특한 

증감현상이 확인되었다. 

 19. 모델교역식품(인삼)의 예비교역 시험과 검지특성 다중시험

  수출전략 홍․백삼제품류(분말, 엑스, 캡슐, 정차, 절편 등)에 대한 감마선 처리 후 air-cargo

와 sea-cargo에 의한 미국(아이오와주립대학)으로의 예비수송시험을 실시하고 품질평가 인자

를 공동 설정하여 상품적 품질을 비교 평가하 을 때 감마선 조사군은 미생물학적 품질을 개

선하면서 비조사 대조군과 상품적 품질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단, 캡슐의 경우 포장재의 

색상에 변화가 발생). 감마선 처리 인삼의 안전한 교역관리를 위한 검지방법을 확보하고자 물

리적(PSL, TL, ESR), 화학적(HC, ACB) 분석조건을 설정하고, 다중검지와 품목별 검지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20. 검역유기체 자료확보: 

주요 교역대상 농림산물 중 두류/곡류/건고추/다류/인삼/밤/사과 등의 주요 검역관련 충(응애

류, 도토리/밤바구미, 복숭아명나방, 팥바구비, 화랑곡나망, 쌀바구미 등)들의 수집, 분류, 동정 

및 대량사육시험 자료를 확보하 음. 아울러 충태별(life stage) 방사선 감수성을 기존 검역처리

법인 훈증법(methyl bromide 등)과 비교 평가하고 적정 치사선량(mortality dose)을 확인하여 

대상 해충별/농산물 별 방사선 검역처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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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가. 최종 목표

○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 산물의 위생화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검역/품질보증 시스템 확립 및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위생미생

물의 방사선 향 평가자료 확보

나. 당해 단계목표 및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가중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방사선 이용 공중
보건 산물의 위생
화 기술 확보

- 공중보건 용품, 의료용품, 실험기구 등 공산품의 
방사선 조사 위생화기술 개발 및 조사제품의 안
전성, 건전성 평가
- GMP 및 HACCP 기준의 방사선 이용 공중보건 
제품 위생화 공정기준(안) 확립

25 100

-게재국내5편, SCI3편
-학술논문 발표 20편이상
-특허 2건(출원1,등록1)
-국내업체 ISO 및 미 
FDA 인증등록 지원

-기술표준원의료기기소독 
위원회참여(ISO/TC198)

-후속연구추진 1건

∙RT/BT 융합기술 
기반 위생 미생물
의 방사선 향 
평가, 독성학적 위
해요소 제거 및 
생존 미생물의 환
경생태학적 안전
성 평가

- RT/BT 융합기술 이용 방사선조사후 생존 위생
미생물의 환경생태학적, 생리학적 안전성평가
- RT/BT 기술 이용 방사선 조사 미생물의 
radiogenic therapy 연구
- in vivo 및 in vitro system을 이용한 조사제품의 
생물학적 기능성 유지 평가
- PCR 분석이용 toxin assay를 통한 방사선 조사 
후 생존 미생물의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 Radio-stimulating 유전자 탑재 미생물 이용 유
용물질 생산기반 연구 

20 100

-학술논문게재
-국내4편, SCI 12편
-학술논문 발표 20편이상
-후속연구 추진 2건

∙방사선 조사식품, 
공중보건 산물 및 
국제교역 물품의 
안전관리기술 및  
검역/품질보증기
술 확보

- 교역대상 식품원료의 검역처리조건에 따른 품질
평가와 방사선 조사 후 검지특성
- 방사선처리 대상 주요수출용 농산물의 검역해충 
분류, 사육 및 감수성 비교시험 및 고유 검역유
기체의 관리조건 DB화
- 전략식품의 검역처리 및 국가간 예비교역을 통
한 실증연구

25 100

-학술논문게재
-국내19편, SCI 8편
-학술논문발표 30편이상
-국제 예비교역 실시

∙국내 방사선 조사
식품 허가품목의  
 검지조건 최적화 
및 검지 표준 공전
법 수립

- 방사선 조사 허가식품에 대한 물리적/생물학적 
검지방법 적용시험 및 간편화 연구
- 방사선 조사 허가식품에 대한 검지 신기술 적용
시험 및 다중검지체계 연구
- 식품공전의 제 3. 6, 7)항의 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준 허가품목 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 
표준시험법 
- 표준시험법의 식품공정(안) 제출

30 100

-학술논문게재
-국내17편, SCI 8편
-학술논문발표 30편이상
-검지시험법안 제정 및 
식약청 제출/입안예고

-후속연구추진 1건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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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발표된 주요 연구성과

가. 총괄표

구     분

1차년도

(2003.4∼2004.2)

2차년도

(2004.3∼2005.2)

3차년도

(2005.3∼2006.2)

4차년도

(2006.3∼2007.2)
합계(단위:건수)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논문게재 9 3 18 11 8 10 10 7 45 31

논문발표 6 10 27 1 31 2 24 4 88 17

특허출원 1 1 -

특허등록 1 1 2 -

프로그램등록 - -

기술이전 - -

나. 세부목록

1) 논문게재 및 발표

구분
연

번
논문제목 학술지(회의)

연도/권

/호
주관단체

연   구

(발표)자

국내 게재

1
발아법을 이용한 과일류의 방사선 조사 여부 

확인

한국식품위생안전성

학회지
2003/18/2

한국식품위생

안전성학회
양재승 외

2

방사선조사 사료를 섭취한 Mouse의 혈장, 간, 

소장 점막의 과산화지질과 림프구 DNA의 

산화적 손상

한국 양학회지 2003/36/3 한국 양학회 양재승 외

3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법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지
2003/10/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양재승 외

4
ESR spectroscopy에 의한 감마선 조사된 수입 

향신료의 검지
한국식품과학회지 2003/35/6

한국식품과학

회
양재승 외

5

건멸치의 방사선 조사 확인을 위한 열발광, 

전자스핀공명, hydrocarbon 및 2-ACB의 

다중분석

한국식품 양과학회

지
2003/32/1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6
미국산 오렌지의 radiation induced marker 

검색

한국식품 양과학회

지
2003/32/1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7
식품방사선조사기술의 실용화와 조사식품의 

확인
식품과학과 산업 2003/36/1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8
감마선과 methyl bromide 처리가 사과의 

생리화학적 품질에 미치는 향

한굯식품저장유통학

회지
2003/10/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9
감마선과 methyl bromide 처리가 사과의 

검역해충 및 물리적 품질에 미치는 향
한국식품과학회지 2003/35/5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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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마선조사 건조채소의 ESR 검지 한국식품과학회지
2004/36/

345-348 

한국식품과학

회
양재승 외

11

Irradiated foods detection by 

thermoluminascence (TL) and DEFT/APC 

analysi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4/13/ 

151-155 

한국식품과학

회
양재승 외

12
된장의 혈전용해효소 활성과 미생물 분포와의 

상관관계

한국식품 양

과학회지 

2004/33/

41-46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13

Effect of the salt concentration on the 

radiation sensitivity of some fermentative 

microorganisms inhabiting salted and 

fermented food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4/13/

387-389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14
감마선 조사된 멸치액젓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평가

한국식품 양

과학회지 

2004/33/

1192-1200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15
구운계란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미생물학적 

유통기한 설정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지 

2004/11/

394-399 )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16
Identification of irradiation treatment of 

Korean Susam by using TL analysi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4/13/

636-639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17
Identification of gamma irradiation of 

imported spices

Journal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2004/9/

317-323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18
An application of PSL and ESR analysis for 

the irradiated spicy vegetable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4/13/

646-650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19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microbiological 

media for cultivation and isolation of food 

microorganism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4/13/ 

834-836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20
전자스핀공명 및 Hydrocarbon 분석에 의한 

방사선처리 건고추의 저장 중 검지특성

한국식품 양

과학회지

2004/33/

1522-1528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21
방사선과 훈증처리된 건고추의 저장 중 부위별 

색도 및 관능적 특성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지

2004/11/ 

431-436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22

Comparativ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fumigation on total phenol content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different teas (Camellia 

sinensis)

Food Sci. Biotech.
2004/13(5)/ 

671-675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23
방사선 조사와 저장기간에 따른 북어의 품질 

및 thermoluminescence 특성
한국식품과학회지

2004/36(5)/ 

693-700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24
감마선과 훈증처리가 건고추의 저장 중 

이화학적 특성에 미치는 향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

2004/19(5)/ 

491-498

한국식생활문

화

학회

권중호 외

25
감마선 조사가 조미오징어의 저장 중 품질에 

미치는 향

한국식생활문화

학회지

2004/19(5)/ 

516-523 

한국식생활문

화

학회

권중호 외

26 Thermoluminescence, DNA comet 및 한국식품과학회지 2004/36(6)/ 한국식품과학 권중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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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T/APC 분석에 의한 방사선 처리 건고추의 

저장 중 검지 특성
851-856 회

27 의료기구의 방사선살균 연구현황 및 동향 보건산업기술동향
2004/4/

44-52

한국보건산업

진흥원
김동호 외

28
실온저장 새우젓의 이화학적, 미생물학적 

특성에 미치는 염농도의 향

동아시아식생활학회

지

2005/15/

444-449

동아시아식생

활학회
김동호 외

29

Irradiation detection in Korean traditional 

soybean-based fermented powdered sauce: 

data for establishing a database for regulation 

of irradiated foods

J Food Science 

and Nutrition

2005/10/

29-33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30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물 오염도 평가 및 

방사선 살균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지

2005/12/

317-322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31
감마선과 훈증처리가 저장 중 건고추의 미생물 

생육, 과피색도 및 흡광 특성에 미치는 향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지

2005/12/

48-5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32
식품의 교역증진을 위한 방사선 검역처리 

기술의 이용
식품공업  

2005/185(5)/  

   62-83 

한국식품공업

협회
권중호 외

33
Electron beam 조사가 인삼분말의 지방질 

안정성에 미치는 향
J. Ginseng Res.

2005/29(1)/ 

49-54
고려인삼학회 권중호 외

34 식육제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현황 Meat Journal
2005/162, 

44-53
한국식육협회 권중호

35
감마선 조사 펙틴 용액의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 변화
한국식품과학회지

2005/37(5)/ 

741-745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강호진)

36
방사선조사 건조향신료의 PSL, TL 및 ESR 

검지특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지

2006/13(1)/

50-54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37 감마선 조사가 식용색소의 색도에 미치는 향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지

2006/13(1)/

115-11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38
감마선 조사된 알로에 베라의 PSL, TL 및 

ESR 검지 특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지

2006/13(1)/

61-65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39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유기질 퇴비의 병원성 

미생물 저감화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지

2005/13(2)/

246-251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40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자재의 살멸균 원리 식품산업과 양
2006/11(3)/

21-29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41
PSL, ESR 및 TL의 측정에 대한 복합 

조미식품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지

2006/13(1)/

55-60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42 물리적 방법(PSL, TL)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 한국식품저장 2006/13(2)/ 한국식품저장 권중호 외



284

건조 채소류의 검지 유통학회지 211-215 유통학회

43
저선량 감마선 조사가 옥수수 녹말의 이화학적 

성질 및 저항전분생성에 미치는 향

한국식품

과학회지

2006/38(3)/

378-384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44

Volatile discrimination of irradiated and 

fumigated white ginseng powders at different 

storage times and temperatures using the 

electronic nose

J. Food Sci. Nutr., 
2006/11(3)/

237-242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45
건고추의 저장 중 색소 및 신미성분에 대한 

감마선과 훈증처리의 향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지

2006/13(6)/

708-71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발표

1
ESR spectroscopy에 의한 감마선조사된 

수입향신료의 검지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발표회
2003/6월

한국식품과학

회
양재승 외

2
생물학적 및 물리적 방법으로 spices의 방사선 

조사 유무 검지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발표회
2003/6월

한국식품과학

회
양재승 외

3
ESR 측정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된 건조채소의 

검지

한국식품

양과학회 추계  

학술발표대회

2003/11월
한국식품 양

과학회
양재승 외

4

Comparison of conventional and microwave 

assisted extractions of fats for the 

identification of hydrocarbons in irradiated 

ham and sausage

한국식품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3/6월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5
방사선 조사 건고추의 분말화와 부위에 따른 

TL ESR 검지특성

한국식품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3/6월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6
방사선과 훈증 처리된 건고추의 부위별 품질 

특성

한국식품과학회 

춘계학술발표회
2003/6월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7
Proteome analysis of Escherichia coli rpoH 

mutant after ionizing radiation

2004년도 정기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움

2004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김동호 외

8

Detection of gamma irradiated and inactivated 

Salmonella typhimurium using a visual 

immunoprecipitate assay kit and ELISA test

2004년도 정기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움

2004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김동호 외

9
A study of ionizing radiation-induced DNA 

strand breakage using real-time PCR

2004년도 정기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움

2004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김동호 외

10

Survey of the ionizing radiation response of 

Salmonella Typhimurium using Microarray 

analysis

2004년도 정기 

학술대회 

국제심포지움

2004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김동호 외

11 방사선 조사 인삼의 검지 및 물리적 특성분석
2004년 제 71차 

학술대회
2004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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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SL과 ESR spectroscopy 방법에 의한 방사선 

조사 유무 검지

2004년 제 71차 

학술대회
2004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1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fermented 

vegetables

International 

symposium of 

fermented foods

2004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1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fermented 

soybean food

International 

symposium of 

fermented foods

2004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15

Application of gamma irradiation on 

manufacturing Changran Jeotkal: 

microbiolog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symposium of 

fermented foods

2004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16

Screening of the radiation -inducible 

promoters in Salmonella enterica serovar 

Typhimurium using microarray analysis

2004한국미생물학회 

연합 국제학술대회
2004

한국미생물학

회
김동호 외

17
Evaluation of the Safety of Irradiated 

Salmonella using Genetic Methods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18

Combined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Different Environments on the Growth of 

Aspergillus Flavus var. Flavus : a Predictive 

Model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19
Effects of irradiation on color values of 

cosmetic color materials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20

Identification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Korean traditional soybean sauces by ESR 

and PSL analysis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21

Survey of microbiological contamination level 

in disposable kitchen utensil and radiation 

sterilization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22

Sterilization of fresh vegetable juice by 

gamma irradiation: microbiological 

considerations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23
Biological and organoleptic qualities of 

irradiated and fumigated teas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24

Detection characteristics of irradiated dried 

red pepper during storage by ESR 

spectroscopy and hydrocarbon analysis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25
Color and pungent principles of irradiated and 

fumigated dried red peppers during storage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26 Biological activities and total phenol of green, 한국식품과학회 제 2004 한국식품과학 권중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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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and oolong teas after gamma irradiation 

and fumigation
71차 학술대회 회

27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teas by analyzing 

PSL, TL, ESR, and DEFT/APC     

characteristics

한국식품과학회 제 

71차 학술대회
2004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28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fumigation 

on amino acid and free sugar composition of 

green, black and oolong teas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2004
2004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29
방사선과 훈증 처리된 건고추의 저장 중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변화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2004 
2004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30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volatile 

organosulfur compounds of dried garlic 

(Allium sativum L.)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경수 외

31
Change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nents in 

dried ginger by gamma irradiation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경수 외

32
Analysis of changes on the volatile organic 

components from dried leek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경수 외

33
Change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nents in 

dried red pepper by gamma irradiation

2004년도 

정기학술대회 및 

국제심포지엄

200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경수 외

34 조직의 방사선 처리
2005 대한 골.연부 

조직이식학회
2005/11/26

 대한 골.연부 

조직이식학회
김동호 외

35

Monit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rmoluminescence (TL) an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for 

Irradiated Sesame as Affected by Roasting 

Conditions

식품 양학회 

국제심포지움
2005/10/20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36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적정 숙성기 김치의 

보존성 증진효과

국제발효식품 

심포지움
2005/10/22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37
Lactobacillus sp.를 이용한 발효생식 

제조공정에서의 위생미생물 사멸효과

국제발효식품 

심포지움
2005/10/22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38
PSL 및 ESR 측정에 의한 복합조미식품의 

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39
전통 안동식혜의 생리기능 물질의 생리활성 

검증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40
전통 안동식혜로부터 분리된 생리활성 물질의 

항암 암예방 효과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41 전통 안동식혜로부터 분리한 젖산균 및 효모의 한국식품저장유통학 2005/10/28 한국식품저장 김동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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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특성 회 학술대회 유통학회

42
Lactococcus cremoris 균주가 병원미생물에 

대한 세균억제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43
천연 향신료 및 환경요인에 의한 Helicobacter 

pyrori 생육에 미치는 향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44
Change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rradiated Zanthoxylum schinifolium

한국식품 양과학회 

2005 학술심포지엄
2005/10/20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45
Proteomic analysis of Escherichia coli rpoH 

mutant during post-irradiation recovery

한국미생물학회 

연합 국제학술대회
2005/10/14

한국미생물생

명공학회
김동호 외

46

Isolation and identification of radiation 

resistant bacteria from the fresh vegetable 

juice and sterilization by gamma irradiation

한국미생물학회 

연합 국제학술대회
2005/10/14

한국미생물생

명공학회
김동호 외

47
Pasteruization of fresh carrot and kale juice 

by ramma irradiation

한국미생물학회 

연합 국제학술대회
2005/10/14

한국미생물생

명공학회
김동호 외

48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Safety and 

Colour Stability of the Fresh Carrot Juice

한국식품 양과학회 

2005 학술심포지엄
2005/10/20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49 시판 한약재의 미생물 분포 현황
한국식품 양과학회 

2005 학술심포지엄
2005/10/20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50
Effects of Gamma-Irradiation o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Aloe vera

한국식품 양과학회 

2005 학술심포지엄
2005/10/20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51 유기산에 의한 곰팡이독 Patulin의 분해효과

한국식품 

저장유통학회 

추계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52 사과로부터 Patulin 생성 곰팡이의 분리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53
PSL 방법을 통한 국내 유통 생약재의 방사선 

조사 여부 평가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54

Properties of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and Thermoluminescence for 

Detection of Gamma-Irradiated dried 

Vegetable during Storage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학술대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5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Virulence 

Gene Expression in Vibrio sp. and Salmonella

한국미생물생명공학

회 2005 

정기학술대회

2005/6/30
한국미생물생

명공학회
김동호 외

5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Virulence 

Factors of Vibrio vulnificus ATCC29307

한국미생물생명공학

회 2005 

정기학술대회

2005/6/30
한국미생물생

명공학회
김동호 외

57
한국인의 위암 환자로부터 분리한 Helicobater 

pylori 에 대한 김치 부재료 추출물의 성장억제

한국응용생명화학회 

춘계학술대회
2004/4/22

한국응용생명

화학회
김동호 외

58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성과 산업적 이용 현황 

및 전망

한국축산식품학회 

산학연관 연합 
2004/4/22

한국축산식품

학회
권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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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샆 

59
감마선 조사된 citrulline 용액의 색도 및 

생리활성 변화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2005 학술발표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강호진)

60
PSL 및 ESR 측정에 의한 

복합조미식품의방사선 조사 여부 검지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2005 학술발표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61
.방사선 조사 건조 향신료(건조 마늘 및 

양파)의 PSL, TL 및 ESR 검지 특성

한국식품저장유통학

회 2005 학술발표회
2005/10/28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62
Pharmacochemical properties of citrus pectin 

oligomer produced by gamma irradiation 

한국식품 양과학회 

2005 학술심포지엄
2005/10/19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63

Monito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rmoluminescence (TL) an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for irradiated sesame as 

affected by roasting conditions

한국식품 양과학회 

2005 학술심포지엄
2005/10/19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64
Changes of the volatile organic compounds 

from irradiated Zanthoxylum schinifolium

한국식품 양과학회 

2005 학술심포지엄
2005/10/19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경수 외

65
녹즙 중의 카로틴에 대한 방사선 조사 향 

평가

2006년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2006/6/15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66
국내산 사과 분리 균류 Penicillium 

crustosum의 Patulin 생성능

2006년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2006/6/15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67
곰팡이독 Patulin에 대한 방사선 조사 향 

평가

2006년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2006/6/15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68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시험법 체계 구축 

현황

2006년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대회

2006/6/15
한국식품과학

회
김동호 외

69

Development of radiation-resistant strain of 

Moraxella osloensis and Effect of Penicillin G 

on its growth

2006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2006/6/19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김동호 외

70
Proteomic Analysis of Deinococcus 

radiodurans Following γ-irradiation

2006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2006/6/19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김동호 외

71

Expressional analysis of Salmonella 

Typhimurium gene cluster after gamma 

irradiation

2006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2006/6/19

한국미생물 

생명공학회
김동호 외

72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Reduction of Patulin Producing Fungus and 

Patulin in a Penicillium griseofulvum 

Inoculated Apple Model System

2006한국식품저장유

통학회
2006/11/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73 Patulin Producing Activity of Penicillium 2006한국식품저장유 2006/11/3 한국식품저장 김동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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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stosum, Isolated from Korean Apple 통학회 유통학회

74 방사선 조사 사과의 생리화학적 품질 안정성
2006한국식품저장유

통학회
2006/11/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김동호 외

75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축산식품의 위생화 및 

고품질화

2006년도 

한국축산식품학회
2006/10/27

한국축산식품

학회
김동호 외

76

Characterization of DNA damage-inducible 

(dinB) promoter region from Deinococcus 

radiodurans

한국미생물학회 

연합 국제학술대회
2006/10/19

한국미생물학

회
김동호 외

77

Difference in gene content among 

Deinococcus species - D. radiodurans, D. 

proteolyticus, D. radiopugnans, and D. 

radiophilus

한국미생물학회 

연합 국제학술대회
2006/10/19

한국미생물학

회
김동호 외

78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자재의 살멸균원리

2006년 

한국식품 양과학회 

산업심포지움

2006/11/24
한국식품 양

과학회
김동호 외

79

The use of calcite minerals for screening and 

detection of gamma-irradiated treatment of 

different type of egg by using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and 

thermoluminescence analyses.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발표회
2006/6/16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80
Knowledge of gamma irradiation treatment 

and mineral characterization

한국식품과학회

학술발표회
2006/6/16

한국식품과학

회
권중호 외

81
PSL 및 TL 분석에 의한 국산 및 중국산 

두류(서목태, 서리태)의 방사선 조사 검지 특성

한국식품 양과학회 

학술발표회
2006/10/19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82
국산 및 중국산 곡류(기장, 율무)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물리적 검지 특성

한국식품 양과학회 

학술발표회
2006/10/19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83

Physicochemical and microbiological qualities 

of steamed and irradiated red and black 

pepper powders

한국식품 양과학회 

학술발표회
2006/10/19

한국식품 양

과학회
권중호 외

84
국산 및 중국산 진흑미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Luminescence 검지 특성

2006한국식품저장유

통학회
2006/11/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85
방사선 조사에 따른 적두와 거두(국산, 

중국산)의 PSL 및 TL 검지 특성

2006한국식품저장유

통학회
2006/11/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8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cold storage 

on the color, microbiological quality and 

sensory attributes of ground beef, pork and 

chicken

2006한국식품저장유

통학회
2006/11/3

한국식품저장

유통학회
권중호 외

87 방사선 조사식품의 확인 및 검지 방법
식품안전열린포럼, 

식품의약품안전청
2006/11/8

식품의약품

안전청
권중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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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식품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을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제13차 

농수산학부

콜로키엄

2006/11/10 한림원 권중호 외

국외 게재

1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granule-type ramen 

soup powder by puls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and thermoluminescence during 

storage

Nutraceuticals & 

Food
2003/8 양재승 외

2

Screening of gamma irradiated spices in 

Korea by using a microbiological method 

(DEFT/APC)

Food control 2003/14 ELSEVIER 양재승 외

3
Detection of irradiated medical herbs by 

viscosity measurement and ESR spectroscopy

Agric. Chem. 

Biotechnol
2002/45/4 양재승 외

4

Isolation of enteric pathogens in the 

fermentation process of Kimchi (Korean 

fermented vegetables) and its radicidation by 

gamma irradiation

Food Control 
2004/15/

441-445 
ELSEVIER 김동호 외

5

Quality attributes of low salt Changran 

Jeotkal (aged and seasoned intestine of 

Alaska pollock, Therage chalcogramma) 

developed using gamma irradiation

Food Control 
2004/15/

435-440 
ELSEVIER 김동호 외

6
Nutritional, physiological, physicochemical and 

sensory stability of gamma irradiated Kimchi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2004/69/ 

85-90 
ELSEVIER 김동호 외

7

Application of gamma irradiation for aging 

control and improvement of shelf-life of 

Kimchi, Korean salted and fermented 

vegetable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2004/71/

55-58
ELSEVIER 김동호 외

8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low-salted. 

fermented, and seasoned Changran Jeotkal 

using the intestines of Therage 

chalcogramma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2004/71/

121-124 
ELSEVIER 김동호 외

9

Changes of the immune reactivities of 

antibodies produced against gamma-irradiated 

antigen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2004/71/

125-127 
ELSEVIER 김동호 외

10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and 

fumigation on flavonoid content during 

storage in green, black and oolong teas

Indus J. Plant Sci.
2004/3(3)/

317-321

Indus Soc. 

Plant Sci.
권중호 외

11
ESR spectroscopy for identification of 

gamma-irradiated teas
Indus J. Plant Sci

2004/3(3)/

328-331

Indus Soc. 

Plant Sci.
권중호 외

12 Competitiveness of gamma irradiation with Radiat. Phys. 2004/71(1)/ ELSEVIER 권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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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migation for chestnuts associated   with 

quarantine and quality security
Chem. 41-44

13
Radiolytic products of irradiated authentic 

fatty acids and triglycerides

Radiat. Phys. 

Chem.

2004/71(1)/ 

45-49 
ELSEVIER 권중호 외

14

13. Inter-country transportation of irradiated 

dried Korean fish to prove its quality  and 

identity

Radiat. Phys. 

Chem.

2004/71(2)/ 

81-85
ELSEVIER 권중호 외

15

Combined effects of irradiation and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on minimally 

processed Chinese cabbage

Food Chemistry
2005/89/

589-597
ELSEVIER 김동호 외

16

Reduction of the biogenic amine contents in 

low salt-fermented soybean paste by gamma 

irradiation

Food Control
2005/16/

43-49
ELSEVIER 김동호 외

17

Physical and microbiological approach in 

providing the identity of gamma-irradiated 

different teas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5/14/

1-5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권중호 외

18

Assuance on the genotoxicological safety of 

fermented vegetables pasteurized by gamma 

irradiation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2005/14/

137-142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김동호 외

19

Polymerization of SDS-PAGE gel by gamma 

irradiation and its use for characterization by 

electrophoresis of a protein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2005/74/

395-398
ELSEVIER 김동호 외

20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volatile 

compounds of dried Welsh onion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2006/75/

322-328
ELSEVIER 김경수 외

21

Analysis of Salmonella phethogenicity island 

1 expression in response to the changes of 

osmolarity

J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2005/15/

175-182

The Korean 

Society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임상용 외

22

Pectin- and gelatin- based film: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and biodegradation

Radiat. Phys. 

Chem., 

2005/72(2)/ 

745-750 
ELSEVIER 권중호 외

23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methyl 

bromide fumigation on the qualities of fresh 

chestnuts during storage

Food Sci. Biotech. 
2005/14/ 

181-184 

Kor. Soc. 

Food Sci. 

Technol.

권중호

24

A combination of gamma irradiation and 

CaCl2 immersion for a pectin-based 

biodegradable film

Carbohydrate    

Polymer

2005/60/ 

547-551 
ELSEVIER 권중호 외

2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volatile Radiat. Phys. 2006/75/ ELSEVIER 김동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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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of dried Welch onion (Allium 

fistulosum L.)
Chem., 322-328

26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microbiological quality and antioxidant activity 

of fresh vegetable juice

Food Microbiology
2006/23/

372-378
ELSEVIER 김동호 외

27

A comparative evaluation of radiation induced 

DNA damage using real-time PCR: influence 

of base composition

Radiation Research
2006/165/

430-437

Radiation 

Research 

S0ciety

임상용 외

28

Fis is required for proper regulation of ssaG 

expression in Salmonella enterica serovar 

Typhimurium

Microbial 

Pathogenesis

2006/41/ 

33-42
ELSEVIER 임상용 외

29

Isol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Penicillium 

crustosum, a patulin producing fungus, from 

apples

Food Sci. Biotech. 
2006/15/  

896-901 

Kor. Soc. 

Food Sci. 

Technol.

김동호 외

30
Detection of radiation-induced markers from 

parts of irradiated kiwifruits
Food Control 2006/17 ELSEVIER 권중호 외

31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microbiological, nutritional, and sensory 

properties of fresh vegetable 

Food Control
2007/18/

5-10
ELSEVIER 김동호 외

발표

1

Identification and monitoring of 

radiation-induced hydrocarbons in peanuts 

during post-irradiation periods

2003 IFT Annual 

Meeting
2003/7 p.193 IFT 2003

Kwon et 

al.

2

Trials to identify irradiated chestnut 

(Castanea Bungena) with different analytical 

methods

13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3/9 p.35 IMRP 2003
Kwon et 

al.

3

Competitiveness of gamma irradiation with 

fumigation for chestnuts associated with 

quarantine and quality security 

13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3/9 p.46 IMRP 2003
Kwon et 

al.

4

Application of gamma irradiation on the 

aging control and improvement of shelf-life 

of kimchi, korean fermented vegetables 

13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3/9 p.54 IMRP 2003
Kwon et 

al.

5
Colorimetric characteristics of glass slides by 

gamma irradiation as dosimeter

13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3/9 p.206 IMRP 2003
Kwon et 

al.

6

The fast extraction of fats with microwave 

from irradiated brown rice to analyze 

hydrocarbons 

13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3/9 p.297 IMRP 2003
Kwon et 

al.



293

7
Inter-country transportation of irradiated 

dried Korean fishes

13th Int'l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3/9 p.61 IMRP 2003
Kwon et 

al.

8
Radiolytic products in irradiated authentic 

fatty acids and triacylglycerides

13th Int'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3/9 p.45 IMRP 2003
Kwon et 

al.

9
Influence of roasting conditions on 

adiation-induced markers in sesame seed

13th International 

Meeting on 

Radiation 

Processing

2003/9 p.193 IMRP 2003
Kwon et 

al.

10

Identification of hydrocarbons in irradiated 

meat products with different fat extraction 

methods

Food Safety 

Consortium

2003/10

Internet

ISU/KSU/A

SU

Kwon et 

al.

11

Analysis of the tdc operon expression of 

Salmonella enterica serovar Typhimurium 

responding to anaerobiosis

The 8th Asian 

Conference on 

Transcription 

2004 ACT 임상용 외

12
New Application of Ionizing Radiation in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on 

New Frontiers for 

Irradiated Food 

and Non-food 

Products

2005/4/ 김동호 외

13
Effect of γ-irradiation on the volatile 

compounds from dried onions
2005 IFT 2005/7/18 IFT 김경수 외

14

Comparative Study on the Yields of Volatile 

Extracts from Angelica gigas Nakai by 

Gamma Irradiation 

2006 IMRP 2006/2/26 IMRP 김경수 외

15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virulent gene of 

Salmonella Typhimurium and Vibro spp
2006 IMRP 2006/2/26 IMRP 김동호 외

16
Reduction of pathogenic bacteria in organic 

compost using gamma-irradiation
2006 IMRP 2006/2/26 IMRP 김동호 외

17
The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seasoned 

filefish by different analytical techniques
2006 IMRP 2006/2/26 IMRP 권중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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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 출원․등록

구분 연번 명칭 국명 출원/등록일 출원/등록번호 발명(연구)자

발

명

특

허

출원 1
생물표본 및 그의 제조기

술

한국 2006-07-28 2006-71691
김동호 외

한국 - -

등록

1
낚시용 반죽떡밥의 품질

특성과 보존성을 유지 또

는 향상시키는 방법 

한국 2004. 8. 19 2004-65552호
김동호 외

한국 2006. 2. 24 2006-557458

2
보존안전성이 확보된 저

염 및 일반 장류제품의 

가공기술

한국 2000. 1. 17 2025
김동호 외

한국 2003. 5. 26 386772

프

로

그

램

출원 1

등록 1

※ 지적재산권 등록시 출원일을 아울러 기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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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 방사선 이용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 개발 과제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

구가 수행된 것임. 확보된 연구결과는 GMP 및 HACCP에 기초한 GIP 기준의 공정기술 

및 관리기준으로 정리하여 국내 방사선 조사 공중보건제품의 생산, 유통, 품질보증 및 안

전관리 기술로서 활용 중이며 향후 계속적인 기술확산을 실시할 것임

○ 방사선 조사 공중보건제품의 물리화학적, 독성학적 안전성 및 안정성 연구결과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산업적 활용도를 높이는데 기술마케팅 자료로 활용함 (현재 국내에서 감마선 

조사시설에서 본 기술을 이용하는 업체 수는 300여개 사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음).

○ 방사선 조사 후 생존 미생물의 독성학적, 환경․생태학적 안전성에 대한 연구, Radiation 

therapy 연구 등의 RT/BT 융합기술 연구분야는 방사선을 이용한 유용 유전자원 개발, 미

생물 및 유용 제품의 생산을 위한 방사선유전체학(Radio-Genomics) 연구로 발전시켜 국

가연구개발과제로 계속 수행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기준 연구결과는 시험법의 공전 제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함. 검

지기술의 시험법확보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수출, 유통개선, 산업적 이용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수입농산물의 기술적 장벽으로 작용하여 국내 관련 산업기반의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국제 교역 물품의 검역 수단으로서의 방사선 이용연구는 국

제교역에 따른 유기검역체의 제어기술로 활용될 것임. 이 기술은 향후 생물테러에 대비한 

물품의 검역기술로 활용이 가능함. 

○ 본 연구에서 파생된 특허기술 3건(저염장류 제조기술, 낚시떡밥 제조기술, 생물표본 제조기

술)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사선융합기술(RFT) 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2년 이

네에 실용화 및 기술이전을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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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자 및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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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무, 성보경, 양수형, 이미송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생명공학연구센터)

권중호 (경북대), 김경수 (조선대)

 출 판 지 대전  발행기관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7년

 페 이 지    295 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27 Cm.

 참고사항  없음

 공개여부  공개( ○ ), 비공개(   ) 
  보고서종류  연구보고서

 비밀여부  대외비 (   ),  __ 급비밀

 연구위탁기관   계약  번호

 초록 (15-20줄내외)

 
방사선을 이용한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 기술 및 RT/BT 융합기술을 개발하고 방사선 조사식품

의 검지/검역 시스템과 품질보증 기술을 확보하고자 관련 실험을 수행하 다. 방사선 이용 공중보

건 산물의 위생화 기술 확보를 위하여 의료기구의 방사선 살균 연구현황 및 동향을 탐색했으며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일회용 미생물 배지 제조기술을 개발하 다. 또한, 일회용 주방용품의 미생

물 오염도를 평가하 으며 감마선 살균을 통한 유기퇴비의 살균 기술을 개발하 고 한약재의 방

사선 살균 기준을 마련하 다. RT/BT 융합기술 기반 위생 미생물의 방사선 향 평가, 독성학적 

위해요소 제거 및 생존 미생물의 환경생태학적 안전성 평가 기술 확보를 위하여 Salmonella, 

Vibrio, E. coli, D. radiodurans의 방사선 반응을 microarray 및 2-D로 분석하 다. Real time 

PCR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전후의 병원성 미생물의 병원성 변화여부 및 곰팡이 독을 생산하는 

Aspergillus flavus, Penicillum 등의 생장 및 방사선과의 관련성을 평가하 다. 또한, 감마선 살균

된 Salmonella의 검출 기술을 개발하 다. 방사선 조사식품, 공중보건 산물 및 국제교역 물품의 

안전관리기술 및 검역/품질보증기술 확보를 위하여 교역대상 모델농산물의 수출입, 검역관리 현황 

분석과 검역유기체 사멸 및 유전특성을 조사하 으며 검역처리(방사선 조사/훈증처리)된 모델농산

물의 품질차별화 연구를 수행하 다. 모델교역식품(인삼)의 예비교역 시험과 검지특성 다중시험을 

통하여 검역유기체 자료를 확보하 으며 미국산 육류의 방사선 조사 후 냉동 저장시의 변화를 관

찰하 다. 또한, 방사선 조사 건조수산물의 한국과 인도 간 예비교역 평가시험을 수행하 다.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 허가품목의 검지조건 최적화 및 검지 표준 공전법 수립을 위하여 물리적 (ESR), 

생물학적 (발아법), 화학적 방법 (GC)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 식품의 검지 연구를 수행하 으며 국

내 허가식품의 안전관리 다중검지기술 체계를 확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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