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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식 식재료 미생물학  해도 평가 

 - 단체 식 식재료별로 해성이 높을 것으로 측되는 12종을 선정하여 미생물학  해도를 평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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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 식용 방사선 조사 식재료의 안 성 평가 

○ 방사선 조사 단체 식 식재료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 국내에서 법 으로 허가되어 있는 10 kGy 이하의 선량뿐만 아니라 최  50 kGy의 방사선 조사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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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방사선 조사시 재 사용하는 방사선 조사선량으로 처리된 경우 독성 험이 없었고, 양학 , 
미생물학 으로도 안 함. 

□ 단체 식 안 리 체계 구축을 한 방사선 조사기술 용방안 연구 

○ 단체 식 식재료별 해도  문제  분석 

○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단체 식 식재료의 해요소 리 공정(HACCP) 설계 

□ 방사선 조사식품 수용성 홍보 /인식제고 

○ 방사선 조사식품 단체 식 용을 한 홍보 동 상 제작 

○ 학부모  학교 식 양사 상 교육매체별 단체 식  방사선조사식품 인지도 조사 

○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용 식재료의 식품 양학  건 성 검토  개선 방안 도출 연구 

○ 방사선 조사된 축산식품의 식품 양학  안 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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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

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 용 선행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단체 식 식품류의 생화와 단체 식의 안 공 으로 

식인성 질병의 획기 인 감소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집단 식 독 사고로부터 학교 식 등 단체 식의 생

 안 성을 확보하기 해 개발기술의 용, 련 규정/제도의 정비, 소비자 홍보 략 

수립/시행 등 실효성 있는 단체 식 용을 한 선행연구 수행

     - 방사선 기술 용 단체 식용 식재료 생개선 기술개발

     - 단체 식용 방사선 조사 식재료의 안 성 평가

     - 소비자 이해증진 략 수립/시행

   식품의 생물학  생화와 최종 제품의 안 한 장과 유통을 해 방사선 조사기술이  

세계 으로 폭 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2004년도에 이미 26개의 식품품목이 

방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식품공 에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용이 매우 낮은 실

정이다. 이는 원자력(방사선) 기술에 한 막연한 불안감과 오해에서 오는 상이라고 단된

다. 이에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건 성)에 한 국내외 연구결과들을 토 로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성 평가결과를 재검토하고 부족한 분야와 부분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도출하여 

차후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통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을 과학 으로 입증함으로서 국민

 이해증진  소비자의 수용성 증 에 기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식품 양학  건 성 검토  단체 식에의 용방안에 한 문가

의 견해를 통해 단체 식소에 용 시의 략을 제시하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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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필요성

 가. 기술  측면

  ○ 단체 식은 매우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메뉴마다 사용되는 식재료, 조리 

단계  공정, 장  배식온도, 해 요소가 다르게 용되며 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두 가지의 리만 소홀하여도 최종 식의 해도가 높아져 결과 으로 규모 

식 독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체 식의 해 리 기술의 개발이 필수 임

  ○ 최근 국내 단체 식은 계속 으로 증가하고 그 규모는 갈수록 커져 단체 식소 자체에서 

원재료의 세척, 처리, 조리  배식이 모두 이루어지던 체계에서 벗어나 작업시간  

인력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처리 식재료의 사용이 증가되고 운반  장 시간이 길

어져 미생물 해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의 리기술로는 이를 효과 으로 제

어할 수 없음

  ○ 단체 식의 공정을 나 어서 하는 시설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단체 식에 의한 식

독이 발생하면 한 곳의 식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식소에서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며 그 원인 식품  공정단계를 악하기 어려워 정확한 방 책을 마

련할 수 없음

  ○ 기존의 식 독사고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비 리오, 장균 등 세균성 식 독이 많

았으나 최근에는 바이러스성 식 독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한 효과 인 

리방법에 한 연구가 부족함

  ○ 이러한 실에서 단체 식의 해요소를 제어하기 해서는 기존의 가열  단순 세척ㆍ

소독이 아닌 보다 양학 ㆍ독성학 으로 안 성이 입증되고 다양한 식품  식 독 원

인 미생물에 효과 으로 용할 수 있는 비가열 살균공정의 도입이 시 함

 나. 경제 산업  측면

  ○ 1992년 등학교 식실시 정책을 시작으로 국내 단체 식 규모는 계속 으로 증가하여 

재에는 부분의 학교  기업체에서 단체 식을 실시하고 있어 국 으로 14,595개

소의 단체 식업소가 분포하고 있으며 그 규모가 6조300억 원에 이르고 있음

  ○ 기존에 직  단체 식을 해오던 단체 식체계에서 벗어나 1997년 5월부터 학교 식의 외

부 탁이 허용됨에 따라 각 기업체  공서에서도 경  합리화를 해 2005년 탁

식의 시장규모는 체 단체 식시장의 반인 3조 2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차 기업화되

고 있음

  ○ 단체 식에는 매우 많은 메뉴의 식품이 사용되기 때문에 미곡류, 야채류, 어패류, 축산물 

등 1차 식재료를 비롯하여 조미료, 소스류, 가공식품, 캔 식품 등 모든 식품산업에서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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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제품이 이용되어 단체 식산업은 식품산업에 매우 큰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식업체가 조직 으로 운 됨에 따라 식품의 유통  처리 가공과 같은 산업에 

까지 향을 미치고 있음

  ○ 단체 식 산업의 규모  련업체의 구조도 차 다양화되고 조직 으로 됨에 따라 하

나의 분리된 업체가 아닌 서로 유기 으로 련되어 단체 식의 체계 이고 효과 인 안

리체계마련은 식품산업 체 경제에 있어 매우 요한 치에 있음

  ○ 국내에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은 연간 7조 6,000억원이며 이  식

  식인성 질병으로 인한 손실비용은 약 1조 3100억원으로 이는 2000년 GNP 비 

0.28%, 2002년 정부 산의 1.16% 규모임

  ○ 미국의 경우, 병원성미생물에 의해 매년 약 650만～3,300만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9,000여명이 사망하여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직 비용이 29억～67억불, 간 자본 손실

이 197억～349억불에 달함 (미국 질병통제센터, 1999)

  ○ 따라서, 미농무성(USDA)은 미국내 학교 식에 사용되는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

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승인하 고(2002. 10. 25), 2004년 1월부터 학교 식에 방사선 조사

된 식육제품의 공 을 시작함

 다. 사회 문화  측면

  ○ 단체 식이 확 되면서 국내 식 독 사고의 부분이 단체 식의 안 리 소홀로 발생

하고 발생 1건당 환자수가 50명 이상이고 최  1000명 이상의 환자수가 발생하기도 하는 

등 단체 식이 차 산업화 될수록 식 독 사고 역시 형화되고 있어 사회 으로 큰 문

제가 됨

  ○ 단체 식소 식 독 사고  학교 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2001년에는 93.6%이었고 2005

년에는 61.4%로 큰 비 을 차지하여 국가 으로 아동  청소년들의 발육과 건강증진을 

해 실시되던 단체 식이 오히려 건강의 을 가져오면서 많은 학부모들이 그 책마

련을 구함

  ○ 해마다 집단 식소의 형 식 독은 계속되고 있으나 차 기업화ㆍ조직화되고 있는 단

체 식 시스템에서는 그 원인 매개체를 찾을 수 없고 생 리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있

는 문 탁 식업체  식소에서도 식 독 사고가 일어남에 따라 단체 식의 근본

인 리기술이 필요함

  ○ 단체 식의 수많은 메뉴  최종 가열공정에 의해 미생물이 사멸되는 식품은 간단계에

서 제거되지 못한 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어 최종 식품의 안 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비가열 조리공정 식품  가열조리 후 후처리공정 식품의 해요소를 제거하기 해서는 

 단체 식체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단체 식 련 종사자  피 식자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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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실을 제 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새로운 안 리기술에 한 정보가 부족하

여 국내 단체 식 실정에 맞는 안 리체계를 구축하고 실용화하기 어려움

  ○ 이에 국내 단체 식체계의 황  문제 을 악하고 실정에 맞는 안 리체계를 마련

하고 새로운 기술에 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단체 식용 식재료 생개선을 한 방사선 기술 용 기반연구

 가. 단체 식 식재료 미생물학  해도 평가

   (1) 단체 식 식재료별 미생물학  해도 분석

   (2) 단체 식 식재료의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조사효과 검증

   (3)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 식재료를 이용한 능평가

      

 2. 단체 식용 방사선 조사 식재료의 안 성 평가

  가. 방사선 조사 단체 식 식재료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1) 세포독성 시험법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 식재료의 안 성 평가

  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련 국내외 연구 황 분석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 독성학  안 성  방사능 잔류

   (2) 방사선 조사식품에 의한 식품 성분변화  잔류농약 분해산물의 안 성

   (3) 방사선 조사된 한약재  식품포장재 분해산물의 안 성

   (4)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성  인식도

    

3. 단체 식 안 리 체계 구축을 한 방사선 조사기술 용방안 연구

 가. 단체 식 식재료별 해도  문제  분석 

 나. 단체 식 식재료의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기술 용 연구 

    

4. 방사선 조사식품 수용성 홍보 /인식제고

 가. 방사선 조사식품 단체 식 용을 한 홍보 동 상 제작

   (1) 방사선 조사식품 홍보 동 상 제작

 나. 학부모 상 교육매체별 단체 식  방사선조사식품 인지도 조사

   (1) 학교 식 생 리체계에 한 인식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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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3) 교육방법에 따른 소비자 인식변화 조사

 다. 학교 식 양사  상 교육 매체별 방사선조사 식품  인지도 조사

   (1) 단체 식 련 인지도 양상 분석결과

   (2)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인지도 양상 분석결과

   (3) 교육 매체에 따른 방사선조사기술에 한  인지도 변화

 라.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용 식재료의 식품 양학  건 성 검토  개선 방안 도출에 

한 연구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식품학  고찰

   (2) 방사선조사식품의 양학  고찰

   (3)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에의 용에 한 문가 의견 수렴

 마. 방사선 조사된 축산식품의 식품 양학  안 성 고찰

   (1) 국내 단체 식  축산식품의 해성

   (2) 단체 식용 축산식품의 방사선 기술 용 문헌 고찰

     

Ⅳ. 연구개발결과

 

1. 단체 식용 식재료 생개선을 한 방사선 기술 용 기반연구

  가. 단체 식 식재료 미생물학  해도 평가

   (1) 단체 식 식재료별 미생물학  해도 분석

     ․단체 식 식재료별로 해성이 높을 것으로 측되는 가공식품 6종 (육가공품 3종, 곡

류가공품 1종, 두류가공품 1종, 비가열조리식품 1종)  향신료  가공식품 6종 (건조

향신료 1종, 소스류 5종) 총 12종을 선정하여 미생물학  해도를 평가하 다. 검출결

과, 각각의 미생물학  해도를 4등 으로 나타내었을 때, A등 (매우 해함)은 총 3

종(닭고기패티, 두부, 고춧가루)이었으며, B등 ( 해함)은 1종(가공샐러드), C등 ( 해

도 낮음)은 1종(햄버그 빵) 이었다. 특히 닭고기 패티와 고춧가루의 경우 병원성 세균인 

장균군이 각각 2.4×10
4
  3.0×10

2 
CFU/g, 리스테리아가 각각 1.2×10

3
  2.5×10

5 

CFU/g으로 검출되어 식 독 발생 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단체 식 식재료의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조사효과 검증

      ․단체 식 식재료의 미생물학  해도 평가에서 고 해군(A, B등 )으로 분류된 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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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식육가공품, 고춧가루, 가공샐러드)의 미생물학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조사 

효과를 평가하 다. 해도가 매우 높은 A등  식재료  식육가공품  건조향신료

의 경우 최소 5 kGy의 조사선량으로 미생물학  안 성 확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도가 높은 B등 인 가공샐러드의 경우 약 3 kGy의 방사선 조사로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 식재료를 이용한 능평가

      ․ 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식재료인 고춧가루와 식육에 방사선을 조사(5 

kGy)한 후 콩나물무침과 햄버거 제조하여 능평가(차이식별검사, 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24명  차이를 식별할 수 있는 페 은 9명으로 확인되었다. 차이식별 검사에

서 정답을 맞출수 있는 자연확률은 1/3 즉, 본 실험의 경우 24명  자연확률로 정답

을 기재할 가능성은 8명에 해당된다. 따라서, 능평가 결과 콩나물과 햄버거 각각 9

명의 정답자가 확인되었으므로, 이는 자연 인 확률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삼 검사의 유의성 검정표(p<1/3)에 의하면 총답변수가 24명인 경우 시료간 유

의  차이를 표명할 수 있는 최소 정답수는 신뢰성 95%, 99%, 99.99%에서 각각 13, 

14, 16으로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정답자수는 유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정답자수를 얻었다. 결론 으로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와 햄버거 패티는 식품의 

능  품질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단체 식용 방사선 조사 식재료의 안 성 평가

  가. 방사선 조사 단체 식 식재료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1) 세포독성 시험법을 이용한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 식재료의 안 성 평가

     ․상기 실험과 같이 단체 식 식재료인 가공식품 6종 (육가공품 3종, 곡류가공품 1종, 두

류가공품 1종, 비가열조리식품 1종)  향신료  가공식품 6종 (건조향신료 1종, 소스

류 5종) 모두 12종에 최  50 kGy 까지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복귀돌연변이시험, 소핵

유발시험, 염색체이상시험 등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국내에서 법

으로 허가되어 있는 10 kGy 이하의 선량으로 조사된 식재료 뿐만 아니라 최  50 

kGy의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료에서 어떠한 독성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련 국내외 연구 황 분석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 독성학  안 성  방사능 잔류

      ․최근의 국내외 ‘방사선조사 식재료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연구결과 들은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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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사 쇠고기, 돼지고기, 통장류, 새우젓, 멸치액젓, 과메기, 녹즙, 곡류에 한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한 결과 방사선 조사된 식품이 독성을 일으킨다는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방사선조사 식품의 방사능 잔류’에서 방사선 조사 쇠고기를 섭취한 사람에게 미치는 

험성은  에 지 역에서도 미미하 다. 라질에서 수출된 두 련 식품에서 방

사성잔류 분석결과, 
40

K의 활성은 검출한도 보다는 낮았고, 반면에 황철리-설탕, mate 

tea  민트 같은 식품에서는 
228

Th과 
226

Ra 같은 천연 방사성물질  
137

Cs같은 인공 

핵종의 활성이 검출되기도 하 다.

    (2) 방사선 조사식품에 의한 식품 성분변화  잔류농약 분해산물의 안 성

      ․‘방사선조사 식품의 성분변화에 따른 안정성 평가’에서 방사선조사 , 후  장  

cashew nut의 항산화 활성, 방사선 조사 thaumatin의 동물시험, 10 kGy 조사 Paeoniae 

radix의 in vitro 테스트 등의 결과 세포독성이나 돌연변이성은 나타내지 않았다.

      ․‘방사선조사에 의한 식품  잔류농약 분해산물의 안 성 평가’에서는 식품  농산물

에서 잔류될 수 있는 농약에 방사선이 조사될 경우, 원래의 농약보다 더 혹은 덜 해로

운 어떤 물질이 부산물로 생겨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malathion에 10 kGy 선량의 

감마선조사 결과, in vitro system에서는 malathion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독성을 유의

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

    (3) 방사선 조사된 한약재  식품포장재 분해산물의 안 성

      ․‘방사선조사가 한약재의 성분변화에 따른 안정성 평가’에서 생지황 황기, 백출, 승마, 

감 , 진피, 황기, 감 , 울 , 황 , 작약 추출물 등에 하여 감마선 조사 후 유  독

성학 인 안 성 평가 결과, 감마선 조사된 각 시료가 직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선조사에 의한 포장재 polymer 분해산물 안 성평가’ 연구보고에서는 FDA에서 

ethylene co-vinyl alcohol에 한 방사선조사를 지하고 있지만, 3 kGy  10 kGy 

처리구에서 공히 비휘발성 분해산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USFDA의 안정성 기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와 같이, 식재료를 포함한 농수축산물, 가공식

품, 한약재  포장재 등에 방사선 조사 시 재 사용하는 방사선 조사선량으로 처리

된 경우 독성 험이 없었고, 양학 , 미생물학 으로도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4)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성  인식도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행동 양식’에서 소비자들은 특히, 방사선조사 식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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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 가능성, 방사선조사 설비의 근로조건의 안정성 여부, 한 방사선조사 설비가 발

생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 환경오염 가능성  방사능물질 수송에 따른 험성에 해 

우려하고 있으며 식품소매업자, 식당운 자  식품업체들의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소극  태도가 방사선조사 식품의 화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단체 식 안 리 체계 구축을 한 방사선 조사기술 용방안 연구

  가. 단체 식 식재료별 해도  문제  분석 

    (1) 국내외 단체 식 련 연구 황  문제  분석

     ․국내 단체 식 시장규모는 약 1조 7천억원으로 격한 양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

났으나, 최근 10년간 식 독 발생 황을 보면 발생건수  환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생 1건당 환자수가 200년 이후 부터는 50명이상으로 증가하여 규모 

식 독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식 생 리기술은 아직 외형 인 성장에 비

해 수 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학교, 기업과 같은 단체 식에서 발생된 식 독

이 부분으로 단체 식의 생 리에 한 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단체 식소에서 발생한 식 독 원인미생물은 병원성 장균이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환자수도 1,832명이었다. 그 외 발생빈도수가 높은 식 독 원인 미생물은 노로

바이러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로 나타났다. 최근 6년간의 식 독 원인식품은 육류 

 그 가공품과 김밥, 도시락과 같은 복합조리식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패류  

그 가공품도 최근 6년간 계속 으로 연간 400여명의 식 독 환자를 일으키고 있다.

     ․단체 식소에 사용되는 볶음류 21종, 생채류 17종, 숙채류 7종, 조림류 8종, 찜류 6종, 

튀김류 4종, 밥류 2종의 총 65종의 조리된 음식과 이에 사용된 원부재료 즉, 농산물 원

부재료 29종, 축산물 원부재료 5종, 수산물 원부재료 5종, 가공식품 원부재료 8종  건

어물 원부재료 4종 등 총 51종류의 원부재료의 미생물학  해도를 분석한 결과 볶음

류, 조림류, 찜류, 튀김류의 조리음식은 원부재료에 오염된 미생물이 조리과정 에 사

멸하여 조리 후에는 미생물 해도가 낮았다. 그러나 생채류, 숙채류의 조리음식은 원

부재료에 오염된 미생물이 조리 후에도 남아 있으며, 특히 조리시 사용된 양념, 그릇, 

조리사의 손 등의 오염원으로 재오염되어 미생물 해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여 특별한 

리가 필요하 다. 

     ․따라서, 단체 식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미생물학  해도가 높은 재료는 깐 , 

깐도라지, 깻잎, 콩나물 등의 농산물 재료와 닭고기, 돈육 등의 축산물, 어묵, 오징어젓

과 같은 가공식품과 같은 식품의 미생물학  해도를 낮추기 한 리가 필수 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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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체 식 식재료의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기술 용 연구 

    (1) 방사선 기술을 활용한 단체 식 식재료의 해요소 리 공정(HACCP) 설계  

     ․우리나라에서 단체 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뉴  미생물학 으로 해도가 높은 축

산물(식육, 식육가공품), 샐러드, 생채/숙채류  양념류에 한 방사선조사 기술 용

을 한 HACCP 공정을 설계하 다.

    (2) 단체 식 식재료의 방사선 조사 향 평가  

     ․단체 식 식재료  해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생채/숙채류  도토리묵, 콩나물 

무침  시 치 나물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 식품학  특성을 분석하 다. 도토리묵을 

감마선 조사하여 4℃에서 장하면서 미생물학 ․물리  특성을 조사한 결과, 미생물

학 으로 조구의 경우 장 0일째에 총 균수는 4.03 CFU/g이었으며, 장 5 일째에

는 5.50 CFU/g, 장 10일에는 7.06 CFU/g으로 균이 많이 증식되었다. 방사선 조사 

선량 2 kGy 조사구는 장 3일까지 균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장 10일에 2.78 CFU/g

을 나타내었고, 3 kGy 조사구는 10일까지도 균이 검출되지 않아 선량이 증가할수록 균

의 성장도 억제되었다. 한편, 장균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색도는 조구

와 조사구 모두 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L값은 약간씩 증가하 고, a값은 감소, b값

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장일이 지남에 따라 색이 밝아지면서 도토리묵의 

붉은 색은 감소하 다. 경도의 경우, 조구에 비하여 선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kGy와 3 kGy는 장 3일째에도 0일째 조구와 비슷한 질

감을 유지하 다. 탄력성, 응집성, 복원력 모두 장 기간 경과에 따라 증가하 고, 방

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으나, 장 기에는 선량별로 유의 인 차이

가 나타났다. 능  특성에서는 반 인 수용도에서는 1 kGy까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한, 이취(조사취)는 2 kGy까지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떫은 맛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1 kGy 이상에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도토리묵의 장  미생물학 으로 안 하면서 묵의 특성을 유지

하면서 장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합한 선량 수 은 1 kGy 이상 3 kGy 미만으로 

사료되었다.

     ․콩나물 무침을 조리한 후 Nylon film 포장재에 함기포장하여 조사한 후 온도(4℃, 2

5℃)를 달리하여 장하면서 분석하 다. 4℃에서 장 시 비조사구에서는 장 1주째

에 이르러 총균수가 부패정도에 해당되는 균수를 나타내었으나 방사선조사 3 kGy 처

리구에서는 조사 직후 총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시 조사선량에 따른 장기

간연장은 온 장시 조구의 1주 장에 비하여 조사 선량 2 kGy 조사구는 3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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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 조사구는 4주까지도 장이 가능하 다. 장균군은 모든 처리구에서 검출되지 않

았다. 조직감은 방사선조사 3 kGy 처리구는 머리  기의 경도  씹힘성이 조구

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색도는 명도(L)  황색도(b)값이 방사선조사구가 

비조사구보다 낮았고, 색도(a)값은 방사선조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페

놀함량은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항산화능(DPPH 자유

라디칼 소거능)은 조사선량 2 kGy 이상에서는 비조사구에 비하여 감소하 다. 3  검

사를 이용하여 반 인 차이식별검사를 한 결과, 3 kGy 조사구는 비조사구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를 통해 미생물의 생육을 효과 으로 억제시킴으로

써 장유통기간을 증가하고, 해를 일 수 있는 조사선량은 3 kGy 이하로 나타났

다. 

     ․시 치 나물을 조리한 후 Nylon film 포장재에 함기포장하여 조사한 후 온도(4℃, 2

5℃)를 달리하여 장하면서 분석하 다. 미생물학 으로 볼때, 온 장시 조구는 1

주이내의 장이 가능하 으나 2 kGy 조사구는 3주, 3 kGy 조사구는 4주까지도 장

가능하 다. 방사선 조사의 경우 Hardness와 Chewiness의 경우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명도(L)의 경우 조사선량과 장기간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녹색도(-a)와 

황색도(b)는 장기간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 인 차

이는 없었다. 삼  검사에 의한 능검사결과 조사구(3 kGy)는 조구와 유의 인 차이

가 없었다. 시 치를 나물로 가열조리한 경우 신선한 채소에 비하여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2배 정도 감소하 다. 방사선 조사의 경우 조사구(1, 2, 3, 5 kGy)를 가열조리

한구 (0 kGy)와 비교할 때 방사선 조사직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조사선량이 클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띠었다. 방사선 5 kGy

이하 조사의 경우 Total phenol 함량에 향을 주지 않았다. 방사선 2 kGy이하 선량 

조사의 경우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와 Antioxidant effect (%)에 향을 미

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방사선조사 2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는 시 치나물

의 능 , 이화학  품질 특성에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방사선 조사식품 수용성 홍보 /인식제고

  가. 방사선 조사식품 단체 식 용을 한 홍보 동 상 제작

    (1) 방사선 조사식품 홍보 동 상 제작

     ․방사선 조사식품의 이해도  수용도 증진을 해 방사선 식품조사의 필요성, 기술  

원리, 처리공정, 산업 활용, 안 성  국내외 이용 황 등 방사선 조사식품 련 내용 

 문가 인터뷰와 컴퓨터그래픽을 혼합한 약 10분 정도의 동 상을 제작하여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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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련 종사자( 양사)  일반인(주부), 학생 등에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련정보

를 제공하고 교육을 실시하 다.

  나. 학부모 상 교육매체별 단체 식  방사선조사식품 인지도 조사

    (1) 학교 식 생 리체계에 한 인식도 조사

     ․ 상자의 자녀 식 황을 조사한 결과 ‘ 등학교(39.4%)’  ‘ 학교(35.8%)’이었으며, 

‘2명 이하(88.1%)’자녀가 식을 받고 있었다. ‘식 독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15.6%로 매

우 었으며 식 독 사고의 원인은 ‘식품의 부패(41.9%), ‘원인 불명(30.1%)’이었다. 학교 

식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 생 안 (69.2%)’이었으며 식 독사고경험

자의 경우 더 요시하 다.  학교 식의 생 리체계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해서는 체의 37.5%가  학교 식 생 리체계에 해 불만족하고 있었다. 단체

식의 식 독 사고를 이기 해 가장 필요한 책으로는 ‘ 식과정 생 리 강화

(52.1%)’가, 식품 생 리가 가장 시 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은 ‘육류(56.7%)’와 ‘어패류

(35.2%)’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 다.

    (2)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 상자의 73.2% 방사선 조사 식품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해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 식품 인지자  77.3%가 구입 의향 

수를 평가하 고, 구입 의향 평균 수는 2.82 (7  척도)로 구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높았다. 교육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 처리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와 

‘방사선 조사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라는 항목은 각각 5.34 , 5.16 으로 

동의의견이 높았으나,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는 재보다 더 리 보 되어야 한다’라

는 항목은 3.24 으로 반 경향을 보 다. 교육 후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 처리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는 재보다 더 리 보 되어야 

한다’, ‘방사선 조사 식품을 학교 단체 식 장에 사용하는 것’에 한 동의가 교육 보

다 높아졌으며, ‘방사선 조사식품 섭취에 한 두려움’은 감소하 다. 교육 후 응답자의 

73.4%가 방사선 조사 식품과 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 으며, ‘안

성 련 검증자료(27.8%)’와 ‘방사선 조사 허용식품의 범 (20.3%)’에 한 정보를 원

하 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

도 증가할 것이므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기 해서는 추가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교육방법에 따른 소비자 인식변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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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식품에 하여 정 인 인식의 변화는 문가 강의를 들은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 책자를 통한 정보 습득 집단 순으

로 나타났다. 비디오 시청의 경우 10분 남짓으로 소비자들이 짧은 시간에 정보를 습득

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정 인 인식 변화에는 문가 강의에 비해 다소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가지 교육방법을 하게 혼합한 효율 인 교육 방법이 필요

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 학교 식 양사  상 교육 매체별 방사선조사 식품  인지도 조사

    (1) 단체 식 련 인지도 양상 분석결과

     ․학교 식 양사들은 식을 비하는 과정  ‘ 생안 성(46.4%)’을 가장 요한 요소로 생

각하 으며, 생 리항목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로는 ‘ 식 종사자의 생 리

(39.5%)’와 ‘안 한 식재료의 반입(32.2%)’이었다. 식품 생사고 소식을 듣게 되는 경로는 ‘텔

비 , 라디오의 뉴스(51.1%)’, ‘인터넷 포털/ 뉴스(47.0%)인 반면 식품 생사고를 이기 

한 정보원은 ‘인터넷(66.1%)’이었으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매체 

‘인터넷(39.9%)’, ‘소식지/자료집/리 렛(26.6%)’이었으며 ‘방송(텔 비 /라디오)는 7.3%

에 불과하 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 제공자  정보내용은 ‘ 양 련책자(47.7%)’와 

‘교육청(15.5%)의 ‘식 독 방. 생 리법(61.6%)’으로 나타났으며, 식 독 사고를 이기 

해 가장 필요한 책은 ‘ 식시설 확충(41.2%)’으로 응답하 다.

    (2)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인지도 양상 분석결과

     ․학교 식 양사들의 82.8%가 방사선 조사처리 방법에 해 ‘들어본 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조사식품에 ‘감자(29.1%)’와 ‘거부, 험(17.9%)’을 연상하

으며 연상되었던 이유로 ‘ 매체  책자를 통해서 해 본 이 있었기 때문(52.1%)’으로 

응답하여 매체  책자를 통한 교육/홍보가 효과 임을 시사하 다.

    (3) 교육 매체에 따른 방사선조사기술에 한  인지도 변화

     ․책자, 동 상, 강의를 통한 교육 후 방사선조사기술에 한 인지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 세 가

지 매체 모두 교육 후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연상단어로 ‘ 장성 향상(36.8%)’이 가장 높았

으며, 부정 인 이미지는 11.0%로 감소하 고 부정  이미지를 떠올린 이유로는 ‘안

성 여부가 의심 돼서(13.6%)’가 가장 높았다. 교육 후에도 응답자의 75%이상이 ‘방사선 

조사에 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 으며, 체 30%정도의 응답자가 ‘방사선

조사식품에 해서 체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방사선 조사된 식품을 식 장

에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생각’에 한 질문에 ‘그 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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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의(11%), 동 상(19%)이었으며,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책자(34%), 강의

(36%), 동 상(34%)이었고 매체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교육 후 방사선 조사식

품에 한 인지도는 효과 으로 개선되었지만 실제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 용에 

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에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장기 인 교육/홍보가 필요할 것으

로 사료된다.

  라.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용 식재료의 식품 양학  건 성 검토  개선 방안 도출에 

한 연구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식품학  고찰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식품학  연구는 주로 화학분석이나 독성학을 기 로 하여 

다양한 독성실험, 동물실험, in vitro 변이원성시험, 화학물질의 구조, 생성, 반응성에 

한 시험으로 조사식품의 안 성평가가 이루어 졌으며 그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식품조사는 독성학 인 견지에서 가장 철 하게 검토된 식품기술이다. 독성시험의 

database는 시험된 선량범 에서 조사식품이 독성학 인 악 향을 나타내지 않으며 

안 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2) 방사선조사식품의 양학  고찰

      ․5  양소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가장 민감한 양소는 비타민으로 다른 양소에 

비해 변화가 컸다. 이에 반해 가장 안정된 양소는 무기질이었고, 당질, 단백질, 지질

의 변화는 미미하 다. 항산화 양소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차류에서 함량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군별 조사에서는 두의 fructose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양이 

증가하고 sucrose는 감소하 으며, 두 분말의 lysine과 arginine이 방사선 조사에 민

감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식품에서는 유리아미노산의 감소가 찰되지 않았다. 지

방산 역시 청국장에서 고 선량(40 kGy)로 조사하 을 때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

가 감소하 으나 다른 식품군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식품별 국제  합의 규격

(WHO/ FAO/IAEA/Codex, 1998)에 하여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양소의 변화는 

미미하 고, 차라리 밤과 같이 장기 인 장을 필요로 하는 식품은 방사선 조사에 의

해 잔존하는 당과 비타민 C의 함량이 조군 보다 높고, 기존의 살균제로 처리한 밤

보다 Vt. C 함량이 약 10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3)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에의 용에 한 문가 의견 수렴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문가 집단의 인식은 낮아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한 교육

이 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의 활용분야  방사선 조사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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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용성에 해서는 부분이 높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방사선 식품의 이용 확 에 

해서는 소극 인 입장이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이 인체 안 에 미치는 향에 하여

서는 보수 인 입장이었다. 단체 식에서의 방사선 조사 식품 사용하 을 때 식 독 

방 효과와 식재료의 장 기간 연장에 한 인식을 하고 있었으나, 실제 용에 

해서는 매우 신 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 용

을 해서는 첫째,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과학 이고 객 인 근거 자료

의 구축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이는 단기 이 아니라 장기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며 특히 인체에 미치는 안 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련 상별(

국민, 식운 자, 식 상자, 언론담당자, 소비자단체 등)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이해와 홍보 략이 시 하다. 상별로 각기 다른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그 효과성을 극 화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법  제

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도를 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단체 식에 

방사선 조사식품의 용은 장기  계획에 의하여 단계 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마. 방사선 조사된 축산식품의 식품 양학  안 성 고찰

    (1) 국내 단체 식  축산식품의 해성

      ․2002～2005년간에 국내에서 발생한 식 독 사고  원인식품이 확인된 것  체 환

자수의 7.6～53.5%로 육류  가공품이 복합조리식품과 함께 높은 비 을 차지하여 축

산식품의 생 리가 시 하다. 식육과 련된 식 독 발생에서 가장 빈번하게 분리되

는 병원 미생물은 Salmonella, Staphylococcus aureus, Campylobacter jejuni, Listeria 

monocytogens, Escherichia coli O157:H7, Clostridium perfringens 등으로서 이에 한 안

성 확보가 문제시되고 있다. 

    (2) 단체 식용 축산식품의 방사선 기술 용 문헌 고찰

      ․축산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술은 미생물에 하여 선택 으로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

내며 생화학  변화를 최소화하고 거의 모든 형태의 축산식품에 용이 가능하며 식

품 생학  해성도 나타내지 않아 매우 안 하면서도 유용한 식품미생물 살균방법

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상 미생물의 종류와 축산식품의 수분, 온도, 화학  조

성 등에 따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내므로 각각의 목 에 맞는 조건을 수립하여 

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 고선량 조사는 축산식품의 완 살균에 효과 이며 해성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일부 식품의 종류에 따라 비타민의 괴, 색도의 변화, flavor의 생

성, 산화의 유도와 같은 식품 품질에 변화를 래할 수 있다. 한 방사선 조사는 미

생물에 해서는 강력하게 작용하지만 효소나 화학 성분 등은 비교  안 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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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게 되므로 생화학  변패가 그 식품의 보존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용하기 어

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보다 효율 으로 용하기 해서는 처리하고자 하는 축산

식품의 특성, 즉 1) 상 식품의 미생물 분포와 미생물의 특성, 2) 상 식품의 화학  

성분과 이들 성분이 환경요소로 미생물에 미치는 향, 3)방사선 조사에 따른 상 식

품의 성분변화에 한 고찰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 인 살균공정이 정립되어야 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국내 단체 식의 생 리를 해 GMP, ISO, HACCP와 같은 다양한 리기술이 도입되

어 있으나 기존의 리기술만으로는 단체 식의 해요소를 제거하기에 불충분함. 따라

서, 방사선 기술은 재 단체 식의 생 리를 해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기술과 목

시켜 기존의 기술이 지닌 문제 을 보완하고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 단체 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 인 손

실과 생산성 하방지로 경제  산업  간 생산성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함

  ○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하는 미생물의 식품학 , 환경ㆍ생태학  안 성  건 성이 확보될 

경우 식품 방사선 조사에 한 소비자의 수용도를 증진시켜 련 산업 발 에 기여할 수 

있음

  ○ 확보된 연구결과는 HACCP system 등 단체 식 생 리를 한 요소공정기술  단체

식 식재료의 생산, 유통, 품질보증  안 리 기술로 활용

  ○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수용성 증진을 한 국민 홍보  마  자료 등 식품산업 

분야의 활용을 한 자료로 활용

Ⅵ. 기 타

  ○ 본 연구에서는 단체 식 식재료에 한 미생물학  해도를 평가하고 안 성 확보를 

해 방사선 기술 용을 한 방안도출 등 일부 기 자료를 확보하 음. 그러나, 실제 방

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 용  실용화를 해서는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핵심문제를 해결하기 한 집 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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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rradiation technology has been used for food preservation and hygienic quality storage 

worldwide. Till now, 26 food items were registered and permitted to irradiate from 2004 in 

Korea. However, Industrial application of irradiation technology was considerably low in 

Korea because of vague afraidness and misunderstanding about atomic energy (Radiation). 

Therefore, many reviews and studies are necessary to prove the safety and healthiness of 

food irradiation on scientific establishment which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In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the evidence of safety 

on food irradiation provide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acceptance of irradiated food for 

consumption. This could lead to promotion of food irradiation industry in Korea which 

contributes to national hygiene. Extensive collection of data demonstrates that irradiated 

foods using a variety of sources under a variety of conditions are toxicologically safe. The 

carcinogenicity and mutagenicity studies with irradiated food and feed have not 

demonstrated any treatment related effect. Based on the body of toxicological data reviewed 

here, it was concluded as follow. 1) Food irradiation is toxicologically perhaps the most 

thoroughly investigated food processing technology. 2) The sensitivity of the methods used 

to assess safety is adequate, and many studies purposely used higher doses and larger 

amounts of irradiated food in an attempt to elicit a positive response. 3) The large number 

of toxicological studies including carcinogenicity bioassays and multigeneration reproductive 

toxicology evaluations, did not demonstrate any short-term or long-term toxity related to 

the process. 4) With the exception of a few easily rationalized positive results, the highly 

diverse and sensitive mutagenicity studies on a variety of foods, including 

radiation-sterilized chicken, are overwhelmingly negative. 5) Foods that are appropriately 

prepared, packaged and irradiated to high doses under proper conditions to sterilize them 

should be deemed safe.

  Nutritional aspects of the application of irradiation to food processing was reviewed with 

the recent publications and the effects were evaluated firstly with the changes in the five 

macro-nutrients and secondly with the alteration in the nutrients in a specific food items. 

Among nutrients, vitamin B group is the most susceptible to irradiation, especially Vt. B1.  

Vt C and Vt E are also found to be sensitive but other nutrient (sugar), such as 

carbohydrate (sugar), protein (amino acid), lipid (fatty acid), and mineral are very stable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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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rradiation. Content of phenol in teas are increased as the dosage of gamma irradiation 

was increased but phytic acid content in the teas was not altered. In a category of 

carbohydrate food group, the usage of irradiation to the soybean powder has been studied 

extensively. The fructose content of soybean powder was increased as the dosage of 

irradiation increased but the amount of sucrose was reduced. Lysine and arginine in the 

soybean powder, not from other food items in the carbohydrate and in the other food 

categories, was the most sensitive amino acids destroyed by the irradiation. Besides these 

amino acids, rest of the amino acids were very stable. In a sea food category, Vt. D3 

content in the irradiated dried anchovy was increased. The carotenoids in the red sea 

tangle was increased but chlorophyll was not changed. In a fruit group, vitamin C contents 

of papaya and rambutan were slightly increased, while those for lichi and carambola was 

reduced by 5 and 20 %, respectively due to the 0.75 kGy irradiation. Vt. C content in the 

apple, tangerine orange  and strawberry was not reduced in a low dosage of irradiation. 

Nutritional quality of the chestnut during 6 months of storage was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ones treated with methyl bromide (MB). The amounts of sugar and Vt. C 

remained after 6 months were comparably high, and Vt C content of the irradiated 

chestnut was 10 times higher than MB treated ones. In the fermented food group, citric 

acid and succinic acid in chungkukjang was increased by 10% from the irradiation up to 

20kGy. Besides these organic acids, none of the nutrients Denjang, Gochujang and 

Chungkukjang were altered by the irradiation up to this dosage. However, linoleic acid and 

linolenic acid of Chungkukjang was reduced by 40 kGy. Alcohol production during the 

fermentation of Gochujang was inhibited by 15kGy for 60days while alcochol content was 

continuously increased during the entire period of fermentation in the control group. In 

conclusion, most of the nutrients except vitamin B1, B2, and E in the foods irradiat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each food item established by WHO, FAO, IAEA and 

Codex in 1998 were stable.    

   In the study of experts' opinion for establishment of strategies on utilization 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experts in 

foodservice and hygienes such as professors, researchers, and charges of institutional 

foodservice to collect  opinions. The survey questionnaires were consisted of perception of 

irradiated foods, perception of safety and application 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and strategies for utilization 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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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1 to 25, in 2007 the questionnaires were e-mailed to 78 professors in 

foodservice and hygienes and 63 employees in foodservice companies and food companies, 

and 52 and 46 questionnaires were responded (response rate : 69.5%), respectively. 1) 

Question regarding experts' perception of irradiated foods, education of irradiated food for 

experts should be conducted because the level of experts' perception of irradiated foods 

were low. Although they recognized highly the application and usefulness of irradiated 

food, they had passive attitude toward expansion of irradiated food. 2) Question regarding 

experts' perception on safety of irradiated foods, the experts group had a conservative 

attitude for the perception on the safety of irradiated food. In the future, it is prior to 

assure the safety of irradiated food through consumers' right understanding in order to 

decrease the feeling of insecurity about irradiated food. The long-term and consistent 

evaluations should be made to prove the safety of irradiated food. At the same time,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irradiated food should be properly set up. 3) Question regarding 

experts' perception of utilization of irradiated foods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the experts 

recognized 'a preventive effect of foodborn disease' and 'extension of food storage' as the 

merits of irradiated food. However, they had the very conservative attitude for application 

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Therefore, it is premature to utilize irradiated 

food in foodservice area. The public relations toward parents of student and object of 

foodservice are very important for the application 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in the future. 4) Question regarding establishing the strategies for utilization 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the following strategies are suggested. At first, 

constructions of scientific and objective data for the safety of irradiated food should be 

made not in short-term but long-term, especially focused on the human health and safety. 

Secondly, public relations strategies for safety of irradiated food should separately approach 

tin their own effective way towards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general public, 

foodservice operators, objects of foodservice, journalists, and consumer groups. Thirdly, 

government should settle down the laws and regulations about irradiated food to get the 

reliability from the public nations. At fourth, application 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should be practised step by step in long-term perspectives. Through this study, 

the experts' opinion could be analyzed about perception of irradiated food and u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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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establishing of the strategies could be possible 

for the application of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servcie. Also, this study proposed 

the public relations strategies in various ways towards all interested parties including 

general public, foodservice operators, objects of foodservice, journalists, consumer groups. 

   This project was done for safety evaluation of irradiated food material for institutional 

food-service and improvement in consumer acceptance.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project 

were as follows:

1.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ays to improve the marketability of irradiated food 

materials, through examining reports on toxicological safety and public acceptance of 

irradiated food materials. 

   From some reports on the presence of radioactive trace, the risk from intake of 

irradiated red meat even with a broad energy spectrum, would be trivial, and the 
40

K 

activity for soy products, which was exported from Brazil, was lower than the limits of 

detection. The activities for the natural nuclear chain (228Th and 226Ra) and the 137Cs 

(artificial radionuclide) of other foods, such as sulfite-treated sugar, mate tea, and mint, 

were presented.

   From the evaluations on the trace residues of gamma irradiated pesticide, under the 

assumption of whether irradiation of pesticide residues might produce radiation products 

that were more toxic or less toxic than the original pesticide, the irradiation of malathion 

to 10 kGy, a recommended upper dose for most food irradiations, did not significantly 

alter its toxicity in these in vitro systems.

   From the analysis of radiolysis products of packaging materials in food irradiation by 

GC and HPLC, the chromatograms of ethylene co-vinyl alcohol (EVOH), which is often 

used in food applications, is not approved by the FDA for pre-packaged irradiated foods, 

obtained from different dosages showed that non-volatile radiolytic compounds were not 

formed in EVOH and it would, therefore be in compliance with safety demands of USFDA.

   The public expressed worries about carcinogenicity of irradiated foods, risk to workers 

in irradiation facilities, pollution from these facilities, and risk of transporta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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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oactive materials from several consumer surveys. Use of food irradiation is still limited. 

Lack of consumer acceptance and the unwillingness of major retailers to stock irradiated 

products has delayed the widespread adoption of this technology.

   From safety evaluations on Chinese medicinal herbs, some extracts of them, such as 

Houttuynia cordata Thunberg and Lycium chinense Miller, Curcuma longa Linne, Paeonia 

japonica Miyabe, Scutellaria baikalensis George, Astragali radix, Surantii nobilis Percarpium, 

Glycyrrhizae radix, aurantii nobilis Percarpium, Bupleuri radix, Atractylodes rhixoma, Cimicifugae 

rhizome, Rehmanniae radix, etc, were irradiated and tested for stabilities of functional 

properties, biological system, and chemical components. There were no difference in the 

effects betwee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those medicinal plants.

   From several studies on genotoxicological safety tests of irradiated food materials (beef, 

pork, fermented soybean sauces, fermented fish sauces, fresh vegetable juice, cereal 

powders, semi dried Colobabis seira), they did not also show any mutagenicity.

   In addition, from the evaluations of toxicity of irradiation sterilized thaumatin, cashew 

nut, and Paeoniae radix, irradiation did not cause changes in any toxicological and chemical 

significance. However, 2-alkylcyclobutanones (2-ACBs) showed cyto and genotoxic properties 

under in vitro conditions, and displayed a promoter effect for the development of tumors 

in the colon of rats. Whether they pose a risk for the consumption of irradiated foods 

could at present not be quantified, due to the lack of necessary studies on their metabolism 

and interaction with other food constituents

   As shown above, many studies have reaffirmed the mutagenic, genotoxicological, 

microbiological, and nutritional safety of food irradiation, and consider it an important tool 

to reduce loss of food due to spoilage and pests. Although food irradiation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replace certain pesticides and food additives, there is ambivalence among 

consumers on whether or not the technology provides a real benefit. An easy and 

inexpensive tool to identify irradiation trace residue in foods, public trust building in 

industry through educating consumers with the benefit and uses of irradiation process are 

thought to be key elements for a successful market for irradiated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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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amma irradiation at 50 kGy was applied to food materials for institutional food-service 

to evaluate their possible genotoxicity. The genotoxicity of 12 kinds of food materials 

irradiated at 50 kGy for institutional food-service was evaluated by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chromosomal aberration test and in vivo micronucleus assay. The results of 

bacterial reversion assay with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and TA1537 were 

negative in the 12 kinds of food materials irradiated at 50 kGy. No mutagenicity was 

detected in the assay with and without metabolic activation. In chromosomal aberration 

tests with CHL cells and in vivo mouse micronucleus assay,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incidences of chromosomal aberration and micronuclei was observed between non-irradiated 

and 50 kGy-irradiated food materia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food materials irradiated at 

50 kGy for institutional food-service did not show any genotoxic effects under these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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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매개 질병의 방과 생 인 식품의 생산, 안  장  유

통을 해  세계 으로 이용되고 있는 식품가공기술로 다양한 식품의 종류와 크기에 용할 

수 있으며 인체에 해로운 잔류성분 없이 식품산업에 다양하게 용할 수 있어 식품업계에서의 

방사선 조사활용은 차 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2004년 재까지 5차례에 걸쳐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 상 품목이 확 되어 재 총 20개 품목에 한 방사선조사가 허가

되어 있으며, 1987년 15개의 이용업체수가 1997년 기  158개로 증가했으며 처리물량도 1994년 

1090톤에서 2045톤으로 증가 하 다. 한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어 있는 국가로부터 방사선 조

사식품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막

연한 두려움으로 부정  인식이 많다. 한 다양한 선량의 범 에서 몇몇 식품에서 찰된 특

정성분의 함유량 감소나 특유한 방사선분해물(unique radiolytic products: URP)의 생성유무로 

조사식품을 일반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80년 FAO/IAEA/WHO의 조사 식품의 건 성에 한 합동 문가 원회(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 FECFI)에서

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평균 10 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독성학 으로 

안 하며, 양학 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선량의 범 에서 몇몇 식품에서 찰된 특정 성분의 함유량 감소나 특유한 방사선 분해물의 

생성 유무로, 조사식품을 일반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 부 합성과 련하여 찬반의 논란

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이에 해 문가들은 특정 양소의 감소나 특유한 분해물이 생성되

었다면 그것은 멸균처리 등과 같은 다른 식품보존방법으로부터 생기는 결과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며, 특히 냉동이나 진공상태에서의 조사와 같은 병행처리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상이 

히 어들었다고 한다. 따라서 재 많은 국가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을 상업화하고 있으며, 

조사식품의 실용화에 소비자의 신뢰를 단계 으로 쌓아가고 있는 동시에 정부차원에서 조사식

품 품목을 추가시키는 노력을 더해가고 있다. 더욱이 감마선 조사는 다양한 크기나 형태의 식

품 보존에 이용될 수 있는 이  때문에 향후 식품업계에서의 감마선 조사 활용은 차 늘어날 

것으로 기 된다.

   한편, 유엔기구 주최로 열린 제15차 식품조사기술 국제자문단회의(ICGFI)에서는 조사식품에 

한 선량제한 철폐를 제안하 고 식품규격설정 원회(CODEX)에서도 식품에 한 10 kGy 이

상의 고선량 감마선조사 허용을 권고하 다. 즉, 식품의 생화를 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조사선량이 미흡하다는 기술  문제 이 많이 보고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 살균과 

장기 장을 해서는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를 들면 향신

료의 경우, 랑스는 11 kGy의 감마선조사를, 미국과 아르헨티나는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



- 2 -

가하고 있다. 특히 면역결핍 환자들을 한 완  멸균식을 해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75 kGy

의 고선량 감마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감마선 멸균 병원식

(hospital diets)을 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나아가 최근 선진국들은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high-quality shelf-stable convenience foods)  즉석식품(ready-to-eat/ 

ready-to-cook food)의 개발에 고선량의 감마선조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식품은 일반인뿐

만 아니라 우주비행사, 군인, 장기캠핑인 들을 해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남아 리카의 

경우, shelf-stable meat product의 마 에 최소 45 kGy의 감마선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보고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해 유독성 물질의 유발, 양소의 괴, 유 변

이물질의 유발, 발암성 물질의 유발 등 방사선 식품조사의 안 성(건 성) 여부를 동물  사

람 상으로 평가한 연구결과를 토 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반 인 안 성을 검토하고 

이에 한 문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사회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안 성(safety), 편이성(convenience)과 가치(values)를 요시

하며, 이러한 요소들은 식품의 선택기 과 직결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 안 성에 한 국민  

심이 높아짐에 따라 식품매개 질병의 방과 생 인 식품의 생산기반 확립을 통하여 최근 

단체 식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세균, 바이러스에 의한 식 독의 발생을 식재료에서부터 원천

으로 쇄할 수 있는 획기 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식품 방사선 조사 기술에 한 연구는 과거 반세기 동안 지속 으로 되어왔으며 미국 질병

통제센터와 식품의약품 안 청은 방사선 조사식품을 학교 식 등 단체 식에 사용할 수 있도

록 200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매우 낮고, 특히 단체 식에 사용하는 부분에 한 국민 인 여론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여 오

랜 기간 동안 련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합 으로 정리한 시도는 없었다. 

뿐만 아니라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연구  결과가 정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서는 이를 단체 식에 용하고자 하는 시도에 한 문 인 연구가 미흡하 다. 

   식 독 발생은 경제가 성장하고 환경 생 상태가 매우 양호해진 최근에도 끊임없이 발생하

고 있으며 WHO에서는 인간의 건강상의 해 요인  식 독을 포함하여 오염된 식품으로 인

한 질병 발생이 가장 많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식 독으로 보고되는 공식 인 추세는 선

진국에서 조차도 실제 발생 사례의 10% 정도만이 보고되고 있어 식품 취 의 부주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식 독 발생의 감화에 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하고 있는데 식품의약

품안 청과 질병 리본부가 심이 되어 만 을 기하고 있고 학교 식의 경우 교육부와 상호

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 독 발생은 계속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3년부터 식 독 발생건수와 환자수를 살펴보면, 단체 식소에서의 식

독 발생 건수는 체 식 독 발생 건수의 27.5%~49.6%이나 식 독  발생으로 인한 환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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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식 독 발생 환자수의 65.7%~77.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단체 식소에서

의 한 번의 식 독 발생은 형사고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식품의 안 리체계에 한 다각 인 연구들이 진행되어 식품의약품안 청의 4  

략  하나가 ‘안 리 제도의 선진화  국제 조화 추구’이며, 2007년에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식 독을 방하기 해‘ 식 장 심의 식 독 리를 식재료의 유통․공 단계까

지 확 한다’고 하나 정작 주된 식 독의 발생 요인이 되는 식품 취 에 한 단계별 기 의 

마련에 의한 방  리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단체 식용 신선식품의 식 독균 

제어기술 방안에 한 보고에서 비열처리 기술로 미생물 세포 성분을 공격하는 오존(ozon), 자

기장 세기의 차이를 통해 미생물 세포 이상을 일으키는 진동자기장, 일정량의 방사선을 조사하

여 미생물을 살균시키는 조사법(radiation)과 그 외 고 압 펄스 자기장, 고압 등 다양한 방

법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아직 신선식품의 식 독 제어를 해서 그 활용이 본격 으로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2006년 6월 서울․경기지역의 학교 식에서 발생한 형 식 독 사고와 련해서 식자재의 

생 리에 한 심이 증하면서 방사선조사 식품이 허용범 를 확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조, 2006) 이는 학교 식에서 사용되는 식자재에 해 방사선 조사를 하면

 표 1. Breakouts of foodborn disease and patients                       

년도
발생건수/

환자수(명)
음식 가정 기타 불검출

집단 식소

총 계

학교 사업체 소계 비율(%)

2003
발생건수 46 7 15 - 49 18 67 49.6 135

환자수 1,441 81 257 - 4,621 1,509 6,130 77.5 7,909

2004
발생건수 35 7 39 12 56 16 72 43.6 165

환자수 1,052 44 1,206 348 6,673 1,065 7,738 74.5 10,388

2005
발생건수 53 9 13 4 19 11 30 27.5 109

환자수 1,021 111 729 99 2,304 1,447 3,751 65.7 5,711

2006
발생건수 108 15 33 10 70 23 93 35.9 259

환자수 1,971 119 515 155 6,992 1,081 8,073 74.5 10,833

2007.7
발생건수 163 17 48 11 41 32 73 23.4 312

환자수 2,069 86 843 206 2,285 1,245 3,530 52.4 6,734

 자료: 식품의약품안 청(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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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로 인한 생물학  험요인이 제거될 수 있기 때문인데 특히 가열하지 않고 먹게 되는 

채소류나 식 독 험성이 높은 육류는 방사선조사를 하면 그 험성을 획기 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이는 방사선조사 기술은 자선 혹은 감마선을 식품에 쏘여 E.coli 

0157:H7,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노로바이러스 등 식품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효

과 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식 독 방 기술로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포장을 뜯을 

필요없이 그 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생물의 재오염 우려도 없고 식품내부까지 균일하게 살균

되기 때문에 살균효과도 뛰어나고, 한 모든 식품에 해 포장단  그 로 살균이 가능하므로 

식품의 안 성을 보장할 수 있음이 제시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식소에서의 식 독 발생을 감화 시키기 해 방사선 조사식품의 이용에 

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소비자들의 이해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단체 식에 용하기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으므로 이에 한 다

양한 방안  략이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국내외 연구문헌을 수집ㆍ분석하여 방사선 조

사식품에 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단체 식에 용하 을 때의 기 효과  필요연구 등을 

측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 식에 련된 다양한 분야의 문가를 비롯한 장 종사자  소

비자들을 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식, 그리고 단체 식소에 용 시의 우선 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   과제에 한 견해, 국민  측면, 정부측면, 식 상자측면, 식운

자측면에서의 략 등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소에서의 용 방안

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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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 1   국제  동향

   선진국들은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high-quality shelf-stable convenience foods)  즉석

식품(ready-to-eat/ready-to-cook foods)의 개발에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에서는 향신료, 건조식품, 육류  군용/우주/스포츠식품 등 특수식품에 방사선조사 기술의 일

부가 상업 으로 이용되며, 식품기인 질병 방과 실용화 확  연구에 을 두고 있다.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즉석식품(ready-to-eat/ready-to-cook foods) 시장이 차 확 되고 있

으며, 장성  품질 안정성 증진을 한 연구는 기 단계에 있다.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 성 문제에 있어 최근에는 방사선 분해생성물의 동정과 안 성에 

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식품의 3  양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은 리방사선이 조

사되면 각각 다른 type의 방사선분해생성물을 생성한다. 탄수화물은 물의 존재 하에서 주로 수

산기 radical과 반응해 톤, 알데히드와 산을 생성하며, 분으로부터는 유리당도 생성된다. 아

미노산의 경우에는 수소이탈반응, 환원성의 탈아미노반응, 부정합반응, 탈탄산반응 등이 일어나

며, 이들 반응 간생성물은 매우 반응성이 높아 물의 방사선 분해 생성물과 반응하게 된다. 

단백질을 물의 존재 하에서 조사하면, 아미노산이 앞선 반응들을 일으키게 된다. 그 결과 각종 

방사선분해생성물이 생성된다. 나아가 단백질의 polypeptide로의 분해 는 단백질 응고의 가

능성도 있다. 식품이라고 하는 복잡한 계에서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 상 으로 보

호되기 때문에 순수한 용액 의 아미노산보다는 방사선조사의 향을 받기 어렵게 된다. 탄수

화물이나 단백질과는 조 으로 지질의 방사선화학반응에서는 지질이 물에 용해되지 않기 때

문에 물이 여하지 않는다. 지방산 ester나 diester, 알데히드, 톤, 알칸, 알 , diglyceride와 

짧은 사슬의 triglyceride 등 범 한 방사선분해생성물이 생성된다. 육류에서는 단백질의 항

산화작용 때문에 선량의 증가에 따른 지질의 산화  변화가 비교  다. 많은 종류의 방사선

분해생성물이 3  양소로부터 생성되지만 정제조기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에 맞추어 조사한다면, 방사선은 식품 의 주요 양소에 1～2%이하의 향밖에 미치지 않는

다고 알려져 있다. 식품조사의 결과, 특유한 방사선분해생성물(unique radiolytic products: 

URP) 즉, 자연상태 는 일반 인 식품가공 처리 후에 검출되지 않는 화합물이 생성되는지에 

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생성물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독성학  가능성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국육군은 조사 쇠고기 에서 검

출된 65종류의 휘발성화합물에 해 상세하게 분석하 다. 미국식품의약품국(FDA)은 그  6종

류의 화합물은 비조사 식품 의 휘발성성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이것들이 URP일

지도 모른다고 시사하 다. 그 후의 연구결과 6종류  3종류(undecyne, pentadecadi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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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decadiene)는 비조사식품 에는 검출되지 않는 것이 밝 졌다. 그러나 이들 화합물은 특별

한 것이 아니라 탄소원자수 1개만 다른 화합물로, 다른 종류의 비조사 식품 에서도 검출되는 

것이었다고 보고 하 다.

1. 국외 방사선 조사식품의 련 규정

   식품의 방사선조사 황을 보면 세계 52개국의 200여개의 시설에서 약 250여종의 식품군에 

하여 방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고, 주요 방사선조사 상 식품은 향신료, 건조채소류, 근채

류, 가 류 등이다(표 2). 여기에서는 주로 EU국가와 미국을 심으로 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허가 련 규정  허가 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EU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 기술의 허가 련 규정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 기술 허가와 련된 EU의 규정은 「Directive 1999/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February 1999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foods and food ingredients 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이온화방사선으로 처리한 식품  식품성분에 한 법률)」(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9a)이다. 이 규정은 이온화방사선 처리를 할 수 있는 식품  처리

조건과 련된 각 국가간의 법령 차이로 인해 방사선조사식품의 자유 유통이 방해되고 불평등

한 경쟁조건이 야기될 수도 있어, 자국 시장에 알맞은 운 을 한 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제 하에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이온화방사선으로 처리한 식품  식품성분의 제조, 매, 수

입시에 용되나, 측정 는 검사기구에서 발생된 이온화방사선에 노출된 식품, 즉, 성자를 

사용하여 흡수선량이 0.01Gy를 과하지 않는 식품, 기타 0.5Gy를 과하지 않는 식품, X-ray

의 경우 10MeV의 최 방사선에 지수 을 과하지 않는 식품, 기타 5MeV를 과하지 않는 

식품, 그리고 의사의 지시 하에 멸균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에 

해서는 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사선조사식품 처리의 허가를 충족시키기 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방사선 조사식품은 다음의 경우에만 허가됨

- 합리 이고 기술 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건강에 해가 없고 제안된 조건 하에 조사를 할 경우 

- 소비자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 

- 생  보건 규범 는 우수제조 는 모범규범을 체하여 사용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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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조사식품은 다음과 같은 목 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함 

- 병원 유기체를 괴함으로써 식 독의 발생률을 감소시키기 해 

- 부패 과정을 지연하거나 억제하고 손상된 유기체를 괴함으로써 식품의 오염을 감소시

키기 해 

- 빠른 숙성, 발아(germination) 는 싹트임에 의한 식품의 손실을 감소시키기 해 

- 식물 는 식품제품에 해로운 유기체를 식품에서 제거하기 해 

   한 이온화 방사선의 원으로는 방사선원  선종 Co-60 는 Cs-137을 이용한 감마선, 

5MeV의 일반 에 지 수 (최 양자에 지)이거나 낮은 상태에서 기계로부터 발생되는 X-ray, 

10MeV의 일반 에 지 수 (최 양자에 지)이거나 낮은 상태에서 기계로부터 발생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조향신료 허 , 양념  야채 조미료는 공공보건에 해를 끼치는 유기체  이의 

사물질에 오염이나 감염되는 일이 빈번하고 이와 같은 오염물질이나 감염물질을 제거하기 

해서 ethylene oxide와 같은 항곰팡이제를 처리하는 것은 유독한 잔류물질이 남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Directive 1999/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February 1999 on the establishment of a Community list of foods and 

food ingredients 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9b)에 의하면, 이온화방사선이 이들 물질을 체하기 한 수단으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EU 역에서 방사선조사처리하여 매

가 가능한 제품으로는 건조향신료 허 , 양념  야채 조미료로 한정하고 이에 한 최 허용

선량은 10kGy로 하고 있다. 

   국

   국의 경우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는 1967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식품규정(Food 

Regulations)」 처음으로 규제되었다. 1969년 12월 1일과 1972년 2월 16일에 개정된 이 규정은 

① 흡수선량이 0.5Gy 미만인 식품의 검사  식품처리의 리 ② 환자치료를 해 필수 인 

요소로 살균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한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에 해서는 용을 면제하

다.

   1980년 JECFI는 “10kGy 이하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양학   미생물학 인 측

면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발표  「Codex Alimentarius General Standard for 

Irradiated Foods」의 승인에 따라 1982년에 Advisory Committee on Irradiated and Novel 

Foods(ACINF)가 설립되었다. 이 원회는 1980년 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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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린 결론을 확정하는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안 성  건 성에 한 보고서(Report 

on the Safety and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s)」를 출간하 다. 한 ACINF는 “공

생의 견지에서 10kGy까지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를 허용하도록 수정해서는 안 된다는 

재의 규정이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 다. 표시제에 해 ACINF는 “소매 에서 식

품이 방사선조사되었다는 표시를 필요로 한다는 과학 이거나 공 생  이유는 없다”는 견

해를 취하 다. 그러나 원회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해서 방사선조사식품과 방사

선조사된 원료가 포함된 혼합식품(compound foods)에 해 구체 인 용어로 그 처리에 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하 다.

   그러나 1986년에 발표된 보고서는 많은 비난을 가져왔으며, 특히 이 보고서가 출 된 시기

는 체르노빌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방송의 시사해설자들이 식품에 한 방사선과 식품 내의 

방사능을 혼동하여 사용함으로써 방사선조사에 해 격렬한 반  입장을 표명하 다. 방사선조

사식품에 한 반 운동은, 2명의 자칭 소비자옹호자에 의해 주도된 사 기 인 London Food 

Commission에 의해 확산되었다. 이들의 출 물에 의하면, 방사선조사식품의 안 성이 입증되

지 않았고 방사선조사의 유인은 원자력산업으로부터 왔으며 식품방사선조사는 필요하지 않고 

그것은 식품 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일으키며, 비용도 많이 들고 방사선조사 공장의 

근로자들은 방사능 노출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식품방사선조사의 도입은 식품

생의 기 을 낮추고 공 보건에 한 험을 증가시킴으로써 식품오염의 은폐를 확장시킨다

는 견해를 제시하 다. 

   1988년 2월 4일 보건의회비서 은 1986년도 ACINF의 보고서에 해 6,000통의 편지를 받

았다고 언론에 발표하 다. 이에 정부는 ACINF로부터 더 많은 조언을 구하 는데, 1987년 11

월의 보고서에서 이 원회는 방사선조사식품이 안 하고 건 하다는 기의 의견을 재확인하

다. 한편 국정부는 산업계  마 에 호황을 가져오고 소비자선택에 정보를 제공해주기 

하여 특별한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를 한 효과 인 규제 리가 마련될 때까지 방사선조

사식품에 한 재의 지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 다. 

   1991년 1월 1일 「식품안 법(Food Safety Act)」이 시행되면서 식품방사선조사에 한 새

로운 규정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식품규정 1990(Food Regulations 1990)」은 처리시설에 

한 엄격한 허가 리를 조건으로 방사선조사식품을 승인하 다. 한 「식품표시규정 

1990(Food Labelling Regulations 1990)」은 소비자에게 매하는 식품에 하여 방사선조사 표

시를 할 것을 요구하 다. 이러한 표시는 조사처리되지 않은 식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조사된 

원료에도 한 용되며, “방사선조사되었음(irradiated)” 는 “이온화방사선으로 처리되었음

(treated with ionizing radi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 다. 그러나 이 규정은 라두라

(radura) 표시에 해서는 규정하지 않았다. 한편 이 규정은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허가를 신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할 정보,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보   매제한, 기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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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 에 제출해야 하는 연차기록에 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랑스

   랑스는 식품 방사선조사 상업화의 주요국가  하나이다. Lyon에 치하고 있는 Société 

Conservatome은 1966년 11월에 발아 지를 하여 감자에 한 방사선조사를 정부로부터 허

가받았다. 

   랑스 정부는 기에 식품방사선조사에 해 매우 엄격한 규정을 제안하 다. 식품방사선

조사에 한 허가를 하기 에 장기간 동물 식 연구, 양학  평가, 능  특성에 한 방

사선조사 처리의 효과, 기술  속성, 포장재료 등에 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기술되도록 당국

에 의해 요구되었다.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기 랑스의 규정은 1970년 5월 8일의 Decree에 의해 체되었는

데, 아직까지 개별 인 식품과 특별한 목 을 한 방사선조사 과정의 승인에 해 용되고 

있다. 이 법령의 제1항에 따르면, 인간  동물의 양을 해 방사선 조사된 식품, 음료수  

다른 제품들은 이 법령의 조항에 따라 매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제2항은 련된 부서의 

공동당국에 의해 규정된 조건 하에서 방사선조사 처리가 수행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제3

항은 공동당국의 규칙은 이들의 규정이 용되지 않는 낮은 조사선량을 조정할 것이라는 가능

성을 견하 다. 제4항에 따르면 처리된 산물에 방사능이 유발되지 않는 방법으로 방사선조사

가 시행되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5항은 인간 는 동물의 양을 해 방사선 조사된 

식품, 음료수와 다른 제품들에 해 표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방사선 조사된 

원료를 포함하는 식품에는 용되지 않으며, 단지 그 자체가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만 용된

다. 1970년의 법령은 “irradié(방사선조사되었음)” 는 “traité par irradiation(방사선조사로 처

리되었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1991년의 법령에 의하면 이들은 

“traité par ionisation(이온화로 처리되었음)” 는 “traité par rayonnements ionisations(이온화

조사 처리되었음)”이라고 문구로 표시하도록 하 다.

   1970년의 법령을 기 로 하여 Conservatome은 1972년 11월 감자에 해 0.75~150Gy로 방

사선조사하는 것을 승인하 다. 그 이후 5년에 걸쳐 발아억제를 해 양 , 마늘, 골 류에 

한 방사선조사를 허용하 다. 그리고 JECFI의 1980년 발표 후에 더 많은 식품에 한 방사선조

사 허용이 이루어졌다. 

   랑스가 많은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를 승인하고 한 많은 조사처리시설을 갖추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35개의 식품회사와 유통업자가 식품방사선조사를 장

려하기 해 1977년에 설립된 회의 구성원이었다는 을 들 수 있다. 둘째로는 “par 

irradiation” 신에 “traité par ionisation”이라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한 것과 방사선조사된 원

료에 한 표시를 요구하지 않은 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선조사처리에 한 단체들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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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반 도 없었고, 미디어의 보도도 정 이었다. 그러나 식품방사선조사 과정의 상업  이용

이 늦어진 이유는 랑스의 주요 무역의 트 인 독일이 방사선조사식품의 수입을 받아들이

는 것을 반 했기 때문이다.  

  나. 방사선조사 처리시설, 조사 처리된 품목  양

   유럽 의회의 「Directive 1999/2/EC」에 따르면 조사처리시설에서 승인된 식품만이 조사되

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승인을 얻기 한 조사처리시설은 「Joint FAO/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의 필요조건에 부합

해야만 한다. EU에 있어서 조사처리시설을 한 승인은 EU 회원국의 담당 청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다.

   EU의 각 회원국이라도 방사선조사에 한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으며, 방사선조

사 처리시설  허용 식품에 해서도 다른 규정을 지니고 있다. 최근 EU 각 회원국별 방사선

조사 처리시설, 조사처리된 품목, 처리된 양  마  단계에서 수행된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자료를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에 제출한 보고서(2002)를 심으로 하

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

   국에서는 Isotron plc 회사가 허 와 향신료를 조사처리 하도록 인가되었다. 담당 청이 

검사한 결과, 이 회사는 「Directive 1999/2/EC」이 제시한 요구조건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그러나 2002년에 이 시설에서 조사처리된 식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랑스

   랑스에서 승인된 모든 조사시설은 2002년에 검사되었으며, 이는 「Directive 1999/2/EC」

의 조항에 따른 것이다. 표 17은 Gamma Service에서 조사된 식품의 품목과 양을 제시하고 있

다.

표 2. 2002년 랑스에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품목과 양

품  목 양(톤) 반 인 평균 흡수선량(kGy)

향신료, 향료허 , 탈수한 야채 1,265 10

온 냉동 향료허 10 10

건과일류 14 1

아라빅검 146 3

닭고기, 고기, 닭내장 2,812 5

냉동 개구리 다리 882 5
계 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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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기에

   벨기에서는 「Directive 1999/2/EC」에 의해 2002년 5월 28일에 Fleurus에 IBA Mediris 

S.A. 조사공장이 승인되었다. 표 18는 2002년에 IBA회사에서 조사처리된 식품의 품목과 양을 

제시하고 있다.

   독일

   ① Gamma Service Produktbestrahlung GmbH, Radeberg

   독일에서는 2002년 Bundesland Sachsen의 담당 청이 검사한 결과에서 「Directive 

1999/2/EC」의 요구조건이 수되고 있음을 확인하 다. Gamma Service에서 조사된 식품의 

품목과 양이 표 19에 제시되고 있다.

   ② Isotron Deutschland GmbH, Allershausen

   Bundesland Bayern의 담당 청에 의한 검사는 2002년 12월 26일 수행되었다. Isotron 

Deutschland GmbH 회사에서 조사된 식품의 품목과 양은 표 20과 같다.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2002년에 Danish Ve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 (DVFA)이 「Directive 

1992/2/EC」의 7조 2항에 따라 마른 향신허 와 향신료의 조사를 한 LR Plast의 조사시설

을 승인하 다.

   네덜란드

   표 21은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네덜란드의 2개의 생산시설에서 조사처

리된 식품의 품목과 양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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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2년 IBA Meiris 공장에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품목과 양

품  목 양(톤)

향신료, 조미료 570.1

탈수한 야채 20.8

치즈 216.2

생선 177.6

양 8.5

냉동야채 223.6

냉동 해산식품 768.3

냉동 가 류 130.7

냉동고기 303.8

냉동 개구리 다리 2,873.7

허 차 62.2

로테인 54.5

건과일류 65

고기 1.4

가 류 0.9

기타 냉동제품 156.2

달걀 122.5

녹말 76.8

기타 제품 773.9

인 6.3

계 6,613

표 4. 2002년 Gamma Service사에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품목과 양

품  목 양(톤) 반 인 평균 흡수선량(kGy)

마른 향신 허   향신료 334 5～9

야채  야채분말 28 7～8

허 차 126 6～9

종자(양귀비, 참깨, 아마인) 6.4 7～8

계 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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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2002년 Isotron Deutschland사에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품목과 양

품  목 양(톤) 반 인 평균 흡수선량(kGy)

향신료 97.2 9.2

허 203.7 9.2

계 300.9

표 6. 2001년 10월 1일부터 2002년 9월 30일까지 2개의 조사시설에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품목과 양

품  목 양(톤)

향신료, 허 1,705.6

탈수한 야채 2,402.4

건과일류 117.6

가 류(냉동) 914.4

새우(냉동) 136.8

개구리 고기 373.6

달걀 흰자 625.61

식품 838.4

계 7,114.4

  나.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식품 방사선조사는 미국에서 1963년에 처음 아주 제한된 범 로 사용하도록 승인되었으며, 

1979년 FDA는 방사선조사식품의 안 성평가 기 을 검토, 평가, 권장하기 한 원회를 설치

하 다. 1980년 그 원회는 방사선조사의 이용이 안 하다고 입증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할 구

체 인 정책을 권유하 다. 1981년에서 1986년 사이 FDA는 원회의 권유를 정식 정책으로 

바꾸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한 후, FDA는 연방 보(Federal Register)에 용량 식품 방

사선조사에 한 법률안으로 발표하 다. 1986년 FDA가 연방 보에 제시한 최종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과일과 채소의 성장과 성숙을 방지하기 해(즉, 발아를 막고 숙성을 지연시키기 해) 방

사선조사는 1kGy까지 허용된다. 

◦ 어느 식품이든 해충을 없애기 한 목 으로는 1kGy까지 방사선조사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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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조사 처리가 합하다고 단되는 기타의 목 으로 식품 방사선조사는 1kGy까지 허

용된다. 

◦ 소포장 식품라벨에 방사선조사에 한 표시를 해야 하며, 소량의 방사선조사식품 성분을 포

함하는 가공식품의 라벨에는 표시가 면제된다. 

   재 미국의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 기술 허가와 련된 규정은 “CFR 179.26 식품의 이온

화방사선 조사처리(Ionizing radiation for the treatment of food)”로, 조사선원, 허용기   표

시에 한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① 방사선의 선원  선종은 Co-60 는 

Cs-137의 γ-ray, ② 10MeV 이하의 에 지를 가진 자선 장치, ③ 7.5MeV 이하의 에 지를 

가진  x-ray 발생장치를 이온화방사선의 조사선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USDA 식품안 검사부(FSIS: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에서 1992년 10월에 

식인성 질병 방을 하여 가 육에 하여 1.5～3kGy의 상업  조사를 허가하 다. 로리다

주는 1992년 1월부터 양 , 딸기, 오 지, 버섯 등의 농산물을 상으로 상업  조사를 허가하

고, 일리노이주에서는 1993년 9월부터 가 육에 한 상업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1997년 

12월에 FDA는 병원성 장균인 O157:H7의 살균을 해 돼지고기, 쇠고기, 양고기 등에 한 

방사선조사를 허가하 고, 2002년 10월에는 미국 내 학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

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 다. 표 22는 재 미국의 식품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되

고 있는 방사선 조사식품을 나타내었다. 

   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

   식 독은 미국에서 해마다 공 보건 문제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다. E. coli O157:H7, 

Listeria monoclytogenes, Cyclospora 등과 같은 균에 의한 식 독은 날고기의 섭취와 련이 있

다. 따라서 CDC는 FDA에 의해 규정된 것과 같이 육류, 가 류 등을 통해 발생하는 식 독을 

방하기 해 식품가공에서의 방사선조사를 지지하고 있는 입장이다. CDC에 의하면 가 류, 

갈은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된 고기를 조사처리할 경우 주요 5가지 병원균에 기인한 식 독 

질병  사망률을 25%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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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미국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이 매되는 식품매장 목록

Supermarket chain Started selling irradiated food

Carrot Top (Northbrook, IL)

Supervalu stores (Eden Prairie, MN) 

Rainbow Foods (Minneapolis, MN) 

Cub Foods (Stillwater, MN) 

Nash Finch (Minneapolis, MN) 

Clemens (Philadelphia, PA) 

W.W. Johnson (Minneapolis, MN) 

Winn-Dixie (Jacksonville, FL) 

Wegman's (Rochester, NY) 

Kroger (Cincinnati, OH) 

Lowes Food (Winston-Salem, NC) 

D'Agostino (Westchester, NY) 

Pathmark (NY, NJ, Philadelphia) 

Price Chopper (Schenectady, NY) 

Hy-Vee (West Des Moines, IO) 

Farm Fresh (Hampton Roads, VA) 

Giant Food (Landover, MD) 

Jewel Osco (Boise, ID) 

Dominick (Pleasanton, CA) 

Pick 'n Save (Neemah, WI) 

Hannaford Bros. (Scarborough, ME) 

Stop 'n Save (Quincy, MA) 

Publix (Lakeland, FL) 

Tops Markets (Amherst, NY) 

Giant Eagle, Inc. (Pittsburgh, PA) 

Schnuck Markets (St. Louis, MO) 

Safeway Eastern Division (Lanham, MD) 

Diersbergs Markets (St. Louis, MO) 

Weis Supermaket (Sunbury, PA)

February 1992

May 2000

May 2000

May 2000

July 2000

June 2000

May 2001

November 2001

May 2002

June 2002

September 2002

September 2002

October 2002

October 2002

October 2002

October 2002

November 2002

November 2002

November 2002

November 2002

November 2002

November 2002

January 2003

January 2003

January 2003

January 2003

January 2003

January 2003

February 2003

자료: Loaharanu, P. Irradiated Foods. 2003.

  다. CODEX 

   CODEX에서 규정한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CODEX 국제식품규격의 일반 기 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GENERAL STANDARD FOR IRRADIATED FOODS CODEX STAN 106-1983, REV. 

1-2003).

   방사선 조사식품의 용 범

   이 기 은 방사선조사 처리된 식품에만 용되는 것으로서 검사를 목 으로 측정계기에 의

하여 조사된 식품에는 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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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처리의 일반 규정

   방사선원으로는 Co-60 는 Cs-137에서 발생되는 감마선, 에 지량이 5MeV 이하의 기계에

서 발생하는 X선, 에 지량이 10MeV 이하의 기계에서 발생하는 자선을 식품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한 식품의 최 흡수선량은 10kGy를 과하여서는 안 된다.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각국 정부에 의해 허가를 받고 등록된 시설에서만 행할 수 있으며, 조

사시설은 안 성, 조사효과, 식품 생에 한 요구사항에 합하여야 한다. 조사시설은 훈련된 

요원에 의해 리되어야 하며 조사시설 내의 조사처리 리에 있어서도 선량측정을 포함하는 

기록 등을 보 하고 있어야 한다. 한 조사시설  기록은 국가가 요구할 때 항상 공개되어야 

하며 조사처리의 리는 식품조사 실시에 한 국제식품규격 원회(CAC/RCP 19-1979, 

ReV.1-2003)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사식품의 생

   조사식품의 생은 조사식품의 생에 한 일반규정(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CAC/RCP 1-1969, ReV.3-1997)  개개의 생취  규정(Code of Hygienic Practice)에 따라야 

한다.

   기술 인 요구사항

○ 일반 인 요구사항

   식품의 조사는 그 행 가 기술 인 요구를 충족하고 생 으로 취 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으며, 식품조사는 우수 생규범  우수제조규범 는 우수농업규범의 용으로 사용되어

서는 안 된다.

○ 식품의 품질  포장에 한 요구사항

   조사하고자 하는 식품 는 포장 재료는 품질이 하고 생 으로도 문제가 없고 조사

에 합해야 된다. 식품 는 포장 재료는 조사 후에 조사기술에 한 필요사항을 고려하면

서 우수제조규범에 의거하여 취 되어야 한다. 

   재조사

   해충의 방제를 목 으로 수분식품(곡류, 두류, 건조식품 등)을 조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상기 조사처리의 일반규정에서 기술 인 요구사항까지의 항목에 따라 조사된 식품을 재조

사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식품을 재조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식품안 성 이외의 다른 목 을 해 선량으로 조사한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조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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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된 식품소재가 5% 이하로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조사하 을 때 

  ․바람직한 효과를 달성하기 한 이온화방사선의 최 선량은 특정 기술 인 목 을 한 

가공의 일부분으로써 1가지 이상의 이 이 있을 경우

   그리고, 재조사한 식품의 최 축  흡수선량은 10kGy를 과해서는 안 된다. 

2. 국외 단체 식에 방사선 조사식품 용사례

 가. 미국 정부기 (USDA/FDA/CDC)의 연구결과

   농무성(USDA) 식품안 검사부(FSIS)에서는 가 육에 하여 식인성 질병 방을 하여 1.5 

kGy～3 kGy의 상업  조사를 승인(1992년 10월 21일)하 다. 로리다주의 식품조사시설에서

는 1992년 1월부터 양 , 토마토, 딸기, 오 지, 쥬스, 버섯 등의 신선 농산물을 상으로 상업

 조사가 계속되어 조사식품의 시장이 확 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993년 9월부터는 가

육에 한 상업 조사가 시작되어 감마선 조사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매되고 있다. 미국

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식품첨가물  4만 톤 이상이 매년 감마선 조사되고 있다(L.A. 

Times '98. 3. 15). 클린턴 통령의 식품질병 방정책에 따라 E. coli O-157  리스테리아 등 

병원균을 살균하기 하여 미국내 생산되는 모든 냉장․냉동 육류에 감마선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 고(1997년 12월 2일, FDA), 미농무성(USDA)에서는 1990-1999년 동안 주요 식 독 원

인 식품인 쇠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류에 잔존하는 미생물을 박멸하기 해 감마선 조사를 승

인하 다(‘99. 12. 23, 02. 2. 시행). 

   방사선 조사에 한 국민의 막연한 우려를 없애기 해 련 기 의 홈페이지에 식품 방사

선 조사기술에 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교육/홍보 자료를 제작ㆍ배포하 으며 단순히 방

사선 조사기술만으로 단체 식의 생 리가 되는 것이 방사선 조사는 식재료의 생안 성을 

확보하기 한 공정이며 식 시설, 종사자  조리공정에서 배식까지의 모든 해요소를 제어

하기 한 기존의 HACCP 리체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제시하여 방사선 조사기술만을 

지나치게 의존하여 오히려 단체 식의 생 리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 다.

   미농무성은 한 학교 식 독 사고를 이기 해 주요 식 독 원인이었던 방사선 조사식

육을 학교 식에 용하기 한 노력을 하 다. 2002년 6월-8월 동안 Minnesota 학교에 방사선 

조사식육을 시범 용하고 식 학생  학부모를 상으로 교육/홍보 로그램을 추진한 후 

2002년 말까지 미국내 모든 학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

기술의 사용을 승인하 다(200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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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국 정부의 방사선 조사기술의 단체 식 홍보자료

 

  

그림 2. 방사선 조사식품의 학교 식 용 홍보/교육 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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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미국 양사 회(American Dietetic Association)

   John 등(1998)은 병원, 보양원, 건강 리기 에서 식업에 종사하는 6,795명의 director들과 

미국 양사 회에 등록된 병원  건강 리기 에 종사하는 양사 17,710 명  600명의 양

사를 상으로 단체 식에 제공되는 가 류  쇠고기의 안 성 증진을 한 리방법에 한 

수용도를 평가하 다. 이 때 미국에서는 쇠고기, 가 류  난류 등 동물성 식재료 원인 식

독이 많이 발생하여 사회 으로 큰 문제여서 이 들 식 독 원인 식재료의 안 리방법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특히 햄버거 패티와 같은 분쇄 쇠고기에 의한 E. coli 원인 식 독

이 연이어 일어나 식품업계  식 련 업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비가

열살균공정에 해 심이 높았다. 양사들의 안 리방법별 수용도를 조사한 결과 HACCP 

시스템에 의해 리된 육류의 수용도가 가장 높아 평균 5.5-5.6€가 높은 가격이어도 기꺼이 구

입하겠다고 응답하 으며, 그 다음 수용도가 높은 리방법은 이온화 에 지(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미생물 제어 공정 육류로 평균 4.4-4.5€가 높은 가격이어도 구입하겠다고 응답하 다. 

그리고 화학  세척제를 처리한 육류의 경우 가장 수용도가 낮아 같은 가격일 경우 구입하겠

다는 응답이 체의 37.9-40.9%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화학  세척제는 미생물 

제어 효과가 낮고 원료의 맛과 양 등 품질을 하시킬 뿐 아니라 잔류 화학물질에 의해 

해도가 증가될 수 있는 반면 방사선 조사는 많은 연구에 의해 안 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표 8. 미국 양사들(600명)의 가 류  쇠고기의 안 성증진을 한 리방법의 수용도a

Process/product
Accept at 

same price

Accept 5€
higher 
price

Accept 
10€

higher 
price

Accept 
25€

higher 
price

Mean
WTPb

Estimated 
standard 

error

% % % % € €
HACCP,

broiler portions
96.5 76.9 33.5 5.2 5.5 0.176

HACCP,

beef patties
96.5 77.8 34.9 6.7 5.6 0.177

Chemical rinses,

broiler portions
40.9 30.4 12.3 2.8 1.1 0.374

Chemical rinses,

beef patties
37.9 28.6 11.5 3.2 0.7 0.397

Irradiation,

broiler portions
70.9 57.9 26.6 6.7 4.4 0.247

Irradiation,

beef patties
72.4 57.9 27.8 6.7 4.5 0.245

a
Not all respondents answered all questions; n ranged from 251-254.

b
WTP(willingness to pay) is the maximum additional amount a respondent would be 

willing to pay for a process. Mean WTP is the estimated mean WTP for this sample.

(Jhon 등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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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양사들은 식재료 자체의 해도가 제어되지 못할 경우 식 시설  조리단계에서 

생 리를 철 히 하여도 최종 으로 미생물 으로 안 하지 못하기 때문에 HACCP와 방사

선 조사를 병행하여 안 하게 리된 식재료의 사용을 원하 다. 이 후에도 미국 양사 회는 

Journal of The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에 2000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ADA report

를 통해 미국 양사 회에서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단체 식의 리는 국민의 건강

에 안 하다’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올바른 이해를 한 정보를 제

공하고 있다.

제 2   국내의 동향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 성 평가에 한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방사선 조사 식품자체

의 품질 변화, 과산화물가 생성  색소변화 등에 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으나, 조사식품을 

실험동물의 식이로 섭취시킨 후 in vivo 상에서 독성평가를 수행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상으로 한 생체내의 안 성 평가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

이다. 지 까지 국내 특산품인 인삼제품에 한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연구가 1990-1995년

에 4개 연구기 (한국원자력연구소, 서울 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국립보건안 연구원, 원

학교 의과 학)에서 공동으로 수행되어 양학 , 미생물학 , 약리효능  유 독성학  안

성을 입증하 다. 1994년에는 한국원자력 연구소에서 방사선 조사 한약재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가 일시 으로 수행되었다. 1997년부터 2002년까지는 한국원자력 연구소의 탁과제로 

한림 , 원 , 고려 , 서울여 가 공동으로 방사선조사 축육  수산 냉장․냉동식품의 양

학 , 미생물학 , 독성학  안 성 평가가 수행된 바 있다. 재 선진외국에서는 단체 식 분

야에 방사선조사에 한 실용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우리도 소비자를 한 품질보증 방안

으로 방사선 조사 식자재에 한 안 성 평가  품질의 변화와 용도에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재 단체 식 산업에 방사선조사 기술이 용되려고 하는 기단계에 

있으나, 방사선조사된 식재료에 한 안 성 평가는 재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 방사선 조사식품 련 국내 주요실  

  ○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신규허가 품목 개정 고시

     - 7개 식품군에 한 방사선 조사 건 성 법  허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 청 고시 

제2004-41호, 2004. 5. 24)  방사선 조사식품의 실용화 확 방안 수립

     - 2006년 본 기술 이용 식품류 수출 액 약 2,000억원 (2억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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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식품(군 식/환자식/스포츠식품)  즉석식품(ready-to-eat/ready-to-cook foods)의 생화 

 안  장을 한 감마선 이용기술 활성화 기반 구축

     - 육군에 방사선 기술 수용방안 제시로 군수발 기계획 병참발 방향(육군교육사령부, 

2004. 12)에 채택  2009년 국방부 과제수행 확정  

  ○ 방사선 기술이용 한국형 우주식품 4종 개발  러시아 인증기 (IBMP)으로부터 우주선

/ISS 선   우주인 식 안 성 평가 인증 획득(2008. 1.)

  ○ 가시  연구성과

     - ‘03 - ’06년 련 학술지 논문게재, 학회발표, 특허 출원  

      ․논문게재/발표: 434편, 특허출원/등록: 39건, 서: 1건, 홍보/언론보도: 168회

     - 식품의약품안 청과 공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 홍보자료 10,000부 제작/배포

     - 수용자의 여유발 모델에 기반한 방사선 조사식품 기술 홍보 상물을 제작하여 2006년 

10월 9일 한국정책방송(KTV)을 통해 방 하 음

2. 국내․외 기술수  비교

핵심기술 비교국명

국내기술수

재

(‘06)

연구 후

('10)
근거

- 방사선 기술 용 단체 식용 식자

재 생화 기술

- 단체 식 실증 용

미국

(80%)

80%

0%

90%

30%

- 본 기술 련 국외(SCI) 

  학술논문 게재  발표

  황분석 결과

3. 국내 식품방사선 조사 황  련규정

   국내의 최  감마선 조사시설은 1975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연구용 단  조사시설(100,000 

Ci)로 재도 가동 이며, 본격 인 상업  목 의 처리시설은 1987년 경기도 여주에 공한 다

목  감마선 조사처리 시설로 재 24시간당 50톤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에 한 

품목제한과 제품운송에 따른 물류비  조사처리 비용에 따른 원가상승, 소비자 수용성 등에 의

해 식품업체의 감마선 조사처리는 매우 제한 이며 주로 원료가공업체와 가공식품 수출업체가 

일부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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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방사선 조사식품 련기   법규

    - 주무 청 : 식품의약품안 청(본청)

     ․조사시설 : 식품 생법 제 22조 1항 (식품조사처리업)

     ․ 리규정 : 식품 생법 제 7조 1항 (식품공 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허용품목  조사기

 리)

     ․방사선 시설 안  :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방사능방재 책법시행령 / 한국원자력안 기술

원 (과학기술부 업무 탁)

  나. 방사선 식품조사 허가 차

    - 식품의약품안 청 식품심의 원회에서 심의, 법안 확정

법안 제안
(연구개발기 )

→
법안 고시,

신규(안) 상정
→

식품심의 원회 
심의, 검토

→ 식약청장허가 →
식품 생법발효
(식품공 등재) 

  다. 국내 허가 황

   국내 식품조사 업은 1985년 통령령(제 11717호)에 의해 식품조사 처리업이 신설된 이래 

1986년 식품 생법이 개정되면서 보건사회부, 1995년 경기도청, 1998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청으로 허가 청이 이 되었고, 식품 품목별로 1987, 1988, 1991, 1995, 2004년 5차에 걸쳐 다

음과 같이 허용되었다.

•1987. 10. 16 (보건사회부 고시제 87-71호)

감자, 양 , 마늘 : 0.15 kGy

밤 : 0.25 kGy

버섯(생  건조) : 1 kGy

•1988. 9.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 88-60호)

건조향신료 : 10 kGy

•1991. 12.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 91-25호)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어패류분말 : 7 kGy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 7 kGy

조미식품제조원료용 분 : 5 kGy

•1995. 5. 19  (보건사회부 고시 제 95-34호)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7 kGy

건조향신료  이들 조제품: 10 kGy

효모, 효소식품: 7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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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분말: 7 kGy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7 kGy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10 kGy 

•2004. 5. 24  (식품의약품안 청고시 제2004-41호)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그 분말 : 5 kGy

조류식품 : 7 kGy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 10 kGy

   재 국내에서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 은 식품공 에 의하여 리되고 있다. 행 식

품공 의 “제 3. 식품일반에 한 공통기   규격 6. 기   규격의 용 7)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 ”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

   (1) 사용방사선의 선원  선종은 Co-60의 감마선으로 한다.

   (2) 식품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숙도 조 의 목 에 한하여,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다음의 기 에 합하여야 한다.

    ① 허용 상 식품별 흡수선량

      ㉮ 감자, 양 , 마늘 : 0.15 kGy이하

      ㉯ 밤 : 0.25 kGy이하

      ㉰ 생버섯, 건조버섯 : 1 kGy이하  

      ㉱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그 분말,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분 : 5 

kGy이하

      ㉲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가공

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효모·효소식품,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7 kGy이하

      ㉳ 건조향신료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2차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 10 kGy이하  

   (3) 일단 조사한 식품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

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조사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는 포장한 후 매하여야 한다. 

   (5) 조사도안 

       조사처리된 식품에는 다음과 같은 도안을 제품포장 는 용기에 직경 5㎝ 이상의 크기

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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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최근 ‘식품등의 표시기 ’이 ‘조사처리식품의 경우에는 조사처리업소명, 화

번호, 조사년원일, 조사선량과 조사처리된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은 

조사도안을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다.)

4. 방사선 조사식품의 수용성 증진을 한 연구 사례

   본 장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7년간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수행에서 도출된 결과를 제

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식품생명공학연구 이 주 하고 서강 학교 

언론 학원에서 탁으로 수행하 다. 

 1) 교육과정 련 국민이해연구

   2000년에는 50분 분량의 방사선 조사 련 로그램을 제작하여 총 329명의 일반성인을 

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하 다. 2001년에는 방사선 조사 련 교육 로그램을 비디오와 슬라이

드 두 종류로 제작하 다. 비디오와 슬라이드 교육은 각각 360명( 등학생 120명, 학생 240

명)의 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2002년에는  방사선 조사 련 교육 로그램을 만화, 만화-

비디오, 만화-슬라이드 세 종류의 시청각 교육 자료를 이용해 각각 실시하 다. 만화는 만화가

에게 의뢰하여 제작하 다. 만화 교육은 242명, 만화-슬라이드 교육은 207명, 만화-비디오 교육

은 205명의 , 등학생을 상으로 실시하 다. 

   교육 내용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정의, 식품조사의 장 , 방사선 조사의 발 사  조

사시설의 소개, 식품조사의 이용,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의 변화, 방사선 조사 허가 품목 

황  허가국별 허가품목의 종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설문지는 소비자의 일반 유통 식품에 

한 인식, 가공 식품의 종류에 따른 인식, 방사선과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식에 한 질

문으로 구성하 다.

   청소년 상 서베이조사 결과, 사  인지도가 4.6%로 단히 낮았으며(1999년 성인조사 

8.7%), ‘해로움’, ‘거부감’, ‘발암’ 등 부정  인상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도 26.7%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연령이 낮은 집단일수록 교육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층에 

한 교육․홍보 략 수립시 정보제공 채 은 텔 비 과 학교교육이 효과 이며, 과학잡지와 인

터넷 등 새로운 정보채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연구기 과 과학자에 

한 신뢰도가 높은 을 활용하여 이들을 주요정보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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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들이 자신의 구체  생활과 어떤 계가 있는지 깨닫지 못할 경우, 합의수렴회의를 

통한 과학기술 이해증진 효과는 일부의 참여자만으로 제한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비 하며 

제기한 것이 공공과학과정 모델이다. 두 모델에 해 각각 집단토론에 참여하는 피험자에 한 

‘실험연구’와 일간지의 고게재를 통한 ‘독자연구’를 시행하 다. 합의수렴회의 모델 참가자가 

일부 지식정도에서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  태도나 구매의사는 공공과학과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반인들에게 과학토픽에 한 자신과의 ‘ 련성(relevance)’를 높여

으로써 주목을 유도하는 공공과학과정을 극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상물 제작의 방향과 내용을 기획하 다. 즉, ‘ 련성’ 

높은 토픽으로부터 근하 으며, 찬반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연구소 기업 학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취재원을 발굴하고 극 인 장취재를 하 으며,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는 소 트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취하 다. 이 상물은 심의 차를 거쳐 지상 방송인 KBS1의 ‘열린채 ’ 

로그램을 통해 방 되었으며, 녹화테이 는 련 기 과 기업 등에 배포하 다. 연구 결과, 

방사선 조사에 한 인식이 교육 과 교육 후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부

분 방사선 조사에 한 부정  인식이 정 으로 환되는 경향이 뚜렷하 다. 이 결과를 통

하여 방사선 조사에 한 체계 인 교육을 실시한다면 막연하게 알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구

체 으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미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을 상

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편견이 없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상으로 한 구체 인 교육을 통하

여 방사선 조사에 한 이용을 정 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리라 상되었다. 

   선입견과 편견이 없는 청소년과 어린이를 상으로 한 비디오와 슬라이드 교육 매체를 

제작하여 교육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방사선 조사에 한 올바른 인식이 형성되어 궁극 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의 이용이 증가할 수 있었다. 이를 하여 청소년과 어린이의 연령층에 맞추

어 다양한 교육매체(만화, 비디오, 슬라이드, 홍보용 포스터)를 제작하여 활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등, 등학생을 상으로 만화, 비디오, 슬라이드 등의 시청각 자료를 이용하여 교

육을 실시했고, 성인에 비해서 그 교육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 련 교육 로그

램을 만화, 만화-비디오, 만화-슬라이드 세 종류로 실시하 고, 그 결과 만화 교육과 만화-비디

오 교육을 실시했을 경우, 만화-슬라이드로 교육하 을 때보다 상 으로 교육 효과가 큰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등학생이나 학생에게는 보다 시각 인 교육 자료가 더 교육 효과

가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 등 교육 과정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정확하고 올바른 지식을 달하기 

해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을 비롯한 식품 생  안 성에 한 정보를 만화와 비디오를 이

용하여 달하는 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한 , 등 교육과정에 방사선 조사 식

품을 비롯한 식품 생  안 성에 한 체계 인 교육 로그램을 넣는 것이 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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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별 이해연구

  가. 언론인 상

   언론인을 상으로 방사선조사식품  방사선기술에 한 워크샵·세미나를 개최하고 지속

으로 련 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함 

   - 앙일간지  지상 방송사의 과학 문(담당)기자를 상으로 방사선 련 문가와 과

학기술 정책담당자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함. 

   - 과학담당( 문)기자들에게 지속 으로 동 상을 포함한 련 시청각 자료와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리함. 

   - 2003년 11월, 제주도에서 앙일간지  지상 방송사 과학 문(담당)기자를 상으로 1박

2일 일정의 세미나를 개최함. 

   - 방사선 기술에 한 기 지식과 최근 개발한 방사선 응용기술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

민이해  수용에 한 활발한 토론을 진행함. 

   - 단순 참가에 그치지 않고 한 과학담당기자가 직  과학취재·보도에 한 발표를 하고 이

와 련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참가 언론인들의 극  참여가 이루어짐. 

   - 방사선 분야 연구자와 과학정책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여 상호이해를 높이고 향후 정보교

류를 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 를 마련함.  

  나. 일반인 상

   2003년 9월, 서울과 부산에서 20 부터 40 까지의 여성 800명(유효표본수 787명)을 상으

로 방사선기술과 그 기술을 응용한 고기능성 화장품에 한 서베이조사를 실시하 음. 

  - 방사선 조사기술에 해 들어본 이 있는 응답자가 6%에 그쳤으며,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인지가 거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방사선조사식품에 비해 부정  인상이 상 으로 었으며, 정 인 평가와 기 가 더 

많은 비 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7.9%의 응답자가 ‘견본제품 사용후 효능이 입증된다면’ 방사선기술응용 화장품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해, 직  경험에 의한 효능확인을 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 11월, 서울과 부산에서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800명(유효표본수 791명)을 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이용행태와 원자력연구소의 연구활동에 한 서베이조사를 실시하 음. 

   - ‘주 사람의 권유’에 의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음. ‘TV와 라디

오’가 가장 주된 정보원이었으며, ‘ 문가’의 의견에 한 신뢰도가 상 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남. 

   - 구입처는 ‘약국’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건강식품 문 ’과 ‘방문 매’의 순이었음. 

체 응답자의 70%가 건강기능식품에 한 구매의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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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과 제조원에 한 신뢰도가 낮은데 비해, 원자력연구소가 개발

한 기능성식품에 해 상당한 신뢰를 보임( 정  인식을 가진 응답자 40%). ,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수 이 높을수록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 양사 상   

   식품분야의 문가집단인 양사를 상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처리에 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기술의 이해증진을 한 교육을 실시함.

   - 한 양사 회와 공동으로 양사 상의 서베이조사  교육을 실시하여 체계 이고 실

효성있는 로그램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함. 

   - 양사 회와 같은 문가단체와 지속  유 를 통해 력 계를 구축하여 지속 이고 

체계 인 홍보·교육 로그램을 마련함.

   - 2005년 8월, 직 양사 180명을 상으로 식품 생  방사선조사 처리에 한 서베이

조사와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교육활동을 수행하 음.

   - 단체 식 비시 생안 (52.2%)을 가장 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으며, 부분의 양사

가 식품 생 련 사고발생(90.4%)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방사선조사식품에 해 ‘들어본 이 있으며 강 안다’는 응답이 41.4%에 이르러 일반인

에 비해 상당한 노출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함. 방사선조사식품의 섭취에 해서는 다소 

우려감을 나타냄.

   - 방사선조사식품의 보 에 한 의견은 동의와 반  사이의 척도에 폭넓게 분포하 으며, 

동의하는 쪽의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남. 식 장에서의 사용여부에 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했으나, 부정  내지 유보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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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 1  단체 식용 식재료 생개선을 한 방사선 기술 용 

        기반연구

1. 서 론

  식품제조  보존유통에서의 생화 기술의 발달, 공 보건과 련한 제반 시스템의 과학화

와 소비자의 의식수  향상, 그리고 의학의 부신 발 에도 불구하고  세계 으로 식품에서 

유래한 질병의 발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Farkas et al., 1998; WHO, 1981).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식 등에 의한 집단 식 독 발생이 격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우병, 구제역, 조류

독감, 돼지 콜 라와 같은 가축 염병이 세계 으로 확산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  불안이 야기

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식 독이나 식품 련 질병은 집단 식이나 외식산업의 확 와 더불

어 형화되는 추세이며 이러한 상은 단체 식에서 더욱 심각하다(Mattila-Sandholm and 

Skytta, 1991; Kim and Kim, 1986; Son and Chyun, 2001). 식품 유래 질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식 독과 염병이라 할 수 있다. 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병은 불특정 다수를 상으로 고 없이 발병하므로 사회 구성원 체에 극심한 심리

 불안을 래하게 되며 나아가 경제  손실 한 막 하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3). 보건 생의 최고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에 의한 

질환자는 연간 약 650만~3,300만 명에 이르며 이  9,000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이에 따른 경제  손실은 질병 련 직 비용만도 29억~67억 달러이며 부가 인 경제손실 

비용은 197억~349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져 있다(WHO, 1999). 이는 곧 재 시행 인 다양

한 식품 생화 기술과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HACCP) 등의 제도  장치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식품의 생안 성 확보가 진 을 보이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한다. 

  따라서, 세계 각 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효과 인 식품 생화 기술과 시스템의 개

발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1년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만약 가 육을 포함

한 식육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50% 수 으로 용할 경우 미국 내 식 독 발생 건수는 88만명

이하로, 사망은 350건 이하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하여 방사선의 이용이 식품의 안 장과 

생화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임을 제시하 고, 실제로 미 농무성은 2002년 말까지 미국 내 학

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를 승인하 으며(2002. 10. 25.) 

학교 식에서의 생성 확보를 하여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사용을 권고하고 2004년부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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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에 들어갔다(FAO/IAEA/PAHO/WHO, 1992). 

  이와 같이 식품가공, 장  생화 방법으로 알려진 방사선 조사기술은 이용 상 식품에 

한 장수명 연장, 살충, 살균  건조식품의 물성개선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이 인정되

고 있으며, 국제기구(FAO, IAEA, WHO, FDA 등)와 선진 여러 나라에서 그 건 성과 경제성

이 공인되어 재 39개국에서 40여 식품군, 230여 품목이 각국 보건 당국에 의해 허가되어 실

용화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의 큰 장 은 식품을 완 히 포장한 상태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생

화 기술로서 식품의 이차 오염없이 안 하게 생산할 수 있다(Kyzlink, 1990; Thayer et al., 

1994; Byun, 1997).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지난 반세기동안 선진국 심의 다각 인 연구에 의하여 발 되

어 왔으며 재의 어떤 생화 처리방법보다도 효과 이고 미생물학 , 독성학 , 유 학 , 

양학  안 성이 확보된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FAO/IAEA/PAHO/WHO, 1992). 식품

의 방사선 조사기술은 재 유럽공동체(EU), 미국 등의 선진국과 식량 수출국을 심으로 산업

화가 속하게 진행되고 있다(FDA, 1980; Giddings, 1992). 최근에는 WTO 국제무역체제에 있

어 “ 생식물 검역조치의 용에 한 정”(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M), “무

역의 기술  장해에 한 정” (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 등이 체결됨으로써 국제

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한 산업  용은 더욱 가속화될 망이다(ICGFI, 1994). 그러나 

일련의 연구성과와 기 효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활용도는 아직

까지 도입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여기에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소비자나 식품 생산자의 

이해와 수용도가 선진국에 비하여 상 으로 낮은 것이 가장 요한 요인으로 지 되고 있다

(WHO, 1981; Loaharanu, 1994).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가장 안 하고 생 인 

식품이 공 되어야하는 학교 식에 이미 방사선 조사식품이 공 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  인

식이 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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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내용  방법

 가. 단체 식 식재료별 미생물학  해도 평가

   (1) 시료

  재 단체 식에 이용되는 식재료 12종(Table 1-1)을 멸균팩에 수집하여 4℃로 이송, 보 하

으며, 수집 후 12시간 이내에 분석하 다. 

Table 1-1. 군 식의 식재료 해도 평가에 이용된 시료

분 류 시 료 Code 제조/ 매회사 비고

육가공품

스햄 A 동양 살균제품

비엔나 소시지 B

닭고기 패티 C

곡류가공품 햄버그식빵 D 명종합식품

두류가공품 두부 E

건조향신료 고추가루 F

비가열조리식품 가공샐러드 G 세양 살균제품

소스류

머스타드소스 H 세양

타르타르소스 I 태림

칠리소스 J 삼조셀텍 살균제품

우리치킨버거소스 K 한국육가공 동조합

양념치킨소스 L 동양

   (2) 미생물학  평가방법

   각각의 시료 10 g을 clean bench내에서 무균 으로 취해 시료 량의 9배의 멸균 peptone

수를 넣고 Stomacher Lab Blender (Model 400, Tekmar co., LA, USA)로 2분간 균질하여 시험

액으로 사용하 다. 시험액을 각 미생물의 정 선택배지에 종하고 정 배양온도에서 2-4일

간 배양하여 생성된 colony를 계수하 다. 각 미생물군의 선택배지와 배양온도는 표2와 같다.

   (3)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 재료 능품질 평가

    (가) 평가시료

 식재료 용 조사선량 조사효과 범 용 조리식품

패티 5 kGy 해미생물 사멸 햄버거

고춧가루 5 kGy 효모, 곰팡이 사멸 콩나물 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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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평가시료 조리 방법

    ① 콩나물 무침

    생콩나물 800 g을 손질  수세한 후 물 1 L를 넣고 뚜껑을 닫은 채 15분간 가열한 후 찬

물에 헹군 후 물기를 제거하 다. 삶은 콩나물을 다음과 같은 비율로 양념하 다. 이때, 삶은 

콩나물의 1인 1회 제공 시료량은 약 30 g이었다.

삶은 콩나물 다진 마늘 생강 맛소 참기름 고춧가루

100g 16g 15g 2g 2.55g 4g 4g

   ② 햄버거

    모닝빵(직경 5-6 cm)을 반으로 잘라 비하 다. 홍피망, 청피망, 양 를 약 5 mm의 두께

로 채썰어 비하 다. 양상추는 손으로 약 5×5 cm의 크기로 잘라 비하 다. 스테이크소스와 

마요네즈를 1 : 1.2의 비율로 섞어 소스로 만들었다. 햄버거 패티를 식용유에 가열하 다. 모닝

빵에 ②-⑤의 재료를 넣어 햄버거를 만들었다. 이때, 50회 분량의 햄버거 제조에 홍피망( ), 청

피망( ), 양 ( )가 각각 6개씩, 양상추(800 g) 2개가 소요되었다.

   평가 시료 제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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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고찰

 가. 단체 식 식재료 미생물학  해도 평가

   (1) 단체 식 식재료별 미생물학  해도 분석

   단체 식품은 오염유기체에 의한 해성이 항시 잠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이를 해결

할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최근 계 에 계없이 단체 식을 심으로 식인성 질환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단체 식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단, 단체 식체계에서 식

독 발생률이 상 으로 높은 식품군을 분류하고 각종 해성  품질 하 요소 등을 분석

하고, 단체 식의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단체 식 식재료의 미생

물학  해도를 평가하기 해 표 인 식재료 12종을 선정하여 평가한 결과 (Table 

1-2~1-11), A등 (매우 해함)은 총 3종(분쇄육가공품, 두부, 고춧가루)이었으며, B등 ( 해함)

은 1종(가공샐러드), C등 ( 해도 낮음)은 1종(햄버그빵), D등 ( 해도 매우 낮음)은 총 7종으

로 나타났다. 육가공품의 제조 실태  미생물 오염경로를 분석한 결과, 햄  소시지는 원료

육에 함유된 해미생물이 가열공정에 의해 사멸되나, 분쇄육의 경우 혼합과정에 의해 2차 오

염되며, 가열에 의해 사멸되지 않았다. 따라서, 단체 식 생화를 해서는 고 해군(A등 )으

로 평가된 식재료들에 한 생 리가 필수 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2. The result of evaluation of microbial hazard on food service  foodstuff

(Unit: CFU/g)

Code Sample
Total viable 

cells
Enterococcus E. coli Listeria Starphylococcus

Fungi

/Yeast

A Press ham ND1) ND ND ND ND ND

B Vienna sausage ND ND ND ND ND ND

C Chicken patty 8.0×107 2.4×104 2.4×104 1.2×103 7.0×103 2.0×104

D Hamburg bread 1.8×103 ND ND ND ND ND

E Bean curd 9.0×107 ND ND ND 8.0×102 ND

F
Red pepper 

powder
3.2×106 5.0×102 3.0×102 2.5×105 1.0×103 3.0×103

G Salad 7.2×102 ND ND ND 6.3×102 ND

H Mustard sauce ND ND ND ND ND ND

I Tartar sauce ND ND ND ND ND ND

J Chili sauce ND ND ND ND ND ND

1)ND: limit detection 〈 101-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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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The result of evaluation of microbial hazard on food service foodstuff

(unit: CFU/g)

Group Item
Total viable 

cells
Coliform* E. coli Listeria Staphylococcus

Material 

meat

Beef 7.7×10
3 2.0×101 1.0×101 ND 1.2×102

Pork 6.0×105 ND ND 4.0×102 3.3×103

Chicken 2.3×105 6.1×102 3.8×102 4.0×102 5.1×102

Mixed meat 8.0×105 3.3×103 ND 3.0×103 1.1×104

End 

product

Chicken 

patty(smoke)
6.3×10

5 7.0×101 ND 1.9×103 1.2×105

Bulgogi(smoke) 1.1×106 4.7×102 ND 2.0×102 2.2×105

Dried spice

Beef taste 

seasoning
1.0×103 ND ND ND ND

ISP 2.0×10
4 ND ND ND ND

Nutmag 7.9×103 ND ND ND ND

Redpepper powder 2.7×106 ND ND ND ND

*
식 독 험인자

1)
불검출: 검출한계(10

1
-10

2
 CFU/g)이하

   (가) 완제품

   1차 평가에서와 같이 햄버거 패티와 고춧가루는 험도가 높게 나타났고 훈련소와 버팔로

에서 채취한 시료의 미생물 분포도는 유사하게 나타나 운반  장  오염이 아닌 생산단계 

자체 오염으로 사료된다.

  [불고기패티] 

  버팔로                              

  단체 식소                                   

        장균군(기포, 자색)   포도상구균( 자색)    리스테리아(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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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패티]

  버팔로                          

  단체 식소                     

          장균군(기포, 자색)   포도상구균( 자색)    리스테리아(검은색)  

   (나) 부재료

   생육

   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모두에서 해미생물이 검출됨.

   [쇠고기]

            

  E. coli(검은색)     황색포도상구균( 자색)

             

  [닭고기]                                                  

                           

  E. coli (검은색)     황색포도상구균( 자색)     황색포도상구균( 자색)      

   [돼지고기]   혼합육

    분쇄․혼합육에서도 해미생물 검출됨.

                         

 장균군(기포, 자색) 황색포도상구균( 자색)  리스테리아(검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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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조향신료

   고춧가루 외 2종의 건조향신료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됨.

  [고춧가루]          [마리네이드]             [부용]

            

          리스테리아(검은색) 

   본 평가결과, 식육자체에 포함된 해미생물이 완제품(햄버거패티)까지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다. 분쇄  혼합과정 후 미생물오염이 소폭 증가하고 패티 제조과정  1차 가열단계

에 의해 해미생물은 사멸되지 않았다. 식육 는 건조향신료의 한 살균처리가 필요하다.

Table 1-4. 동양 (경북경산)

평가 결과 (단 :CFU/g)

분류 항 목 총균수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원료육

우육 3.0×103 5.0×101 불검출 불검출

돈육 9.7×104 9.9×104 1.2×103 4.0×102

계육 2.0×10
5

2.4×10
3

1.7×10
2

4.2×10
2

3.0×10
2

명태살 9.2×105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원료혼합육 불고기패티혼합육 2.0×105 1.3×104 6.9×103 불검출

완제품

(패티류)

돈가스 3.4×10
5

5.0×10
2

3.0×10
1

불검출

생선가스 4.7×105 3.0×102 불검출 불검출

치킨패티 2.1×107 9.9×103 불검출 불검출

미트볼 3.0×10
4

8.0×10
1

불검출 불검출

완제품

(햄류)
햄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원료

(가공샐러드)

마요네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오이피클 2.0×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콘옥수수 7.0×1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완제품

(소스류)
양념치킨소스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Table 1-5. 동원 (충북진천)

항 목 총균수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원료육 돈육 1.8×105 3.7×102 불검출 불검출

원료혼합육 혼합육 2.6×10
4

3.0×10
1

1.0×10
1

6.0×10
2

비엔나소시지(포장 ) 2.9×10
5

7.7×10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완제품 비엔나소시지(포장후) 1.2×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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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킹스코 (충북음성)

항 목 총균수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토마토 찹 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토마토 찹 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Table 1-7. 명 ( 구)

항 목 총균수 장균군 장균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햄버거빵 7.0×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
식 독 험인자

1)
불검출: 검출한계(10

1
-10

2
 CFU/g)이하

    (라) 햄류  소시지류

    원료육에 함유된 해미생물이 햄 제조 후 가열살균에 의해 사멸됨

Table 1-8. 식육가공품  재료

시료명 채취장소 분류 총균수 장균군 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돈육훈연햄
동양

(경북경산)

원료 9.7×104 1.0×105 1.2×103 4.0×102 7.5×104

완제품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돈육참좋은

스모크햄

복천

(경기이천)

원료 2.9×105 1.2×103 8.9×102 2.0×102 9.0×104

완제품 2.0×10
4

2.0×101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Table 1-9. 소시지류

시료명 채취장소 분류 총균수 장균군 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돈육 동원(충북진천) 원료 1.8×105 3.7×102 불검출 불검출 6.2×103

비엔나소시지 완제품 1.2×10
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돈육 복천(경기이천) 원료 2.9×105 1.1×103 8.9×102 2.0×102 9.0×104

계육 원료 2.7×105 1.6×102 1.6×102 2.0×102 2.0×105

난백 원료 5.6×10
6

4.6×10
2

3.5×10
2

불검출 3.1×10
2

참좋은
볼로냐소시지 완제품 1.8×10

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비엔나소시지 복천(경기이천) 완제품 3.5×10
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1.0×10
1

 

   (바) 분쇄가공품

    - 분쇄가공육에 함유된 부분의 해미생물은 원료육에서 기인.

    - 혼합과정에 의해 2차 오염되며, 가열에 의해 사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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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0. 분쇄가공품

시료명 채취장소 분류 총균수 장균군 장균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돈육 버팔로( ) 원료 6.0×105 불검출 불검출 4.0×102 3.3×103

우육 원료 7.7×103 5.0×101 1.0×101 불검출 1.2×102

비 맛시즈

닝
원료 1.0×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트맥 원료 7.9×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배합육 원료 8.0×10
5

3.3×10
3

불검출 3.0×10
3

1.1×10
4

불고기패티 완제품 8.0×104 3.6×102 불검출 4.0×103 2.7×104

계육 버팔로( ) 원료 2.3×105 9.9×102 3.8×102 4.0×102 5.1×102

우육 원료 7.7×10
3

3.0×10
1

1.0×10
1

불검출 1.2×10
2

마리네드 원료 3.5×105 불검출 불검출 7.5×103 불검출

부용 원료 2.8×104 불검출 불검출 4.0×102 불검출

불고기패티 훈련소( ) 완제품 1.1×10
6

4.7×10
2

불검출 2.0×10
2

2.2×10
5

치킨패티 훈련소( ) 완제품 6.3×105 7.0×101 불검출 1.9×103 1.2×105

치킨패티 동양(경북경산) 완제품 2.1×107 9.9×103 불검출 불검출 2.5×104

불고기패티

배합육
동양(경북경산) 원료 2.0×105 1.9×104 6.9×103 불검출 3.8×103

냉동돈육 세양( 남함평) 원료 1.5×104 6.0×103 2.0×103 불검출 7.2×103

냉동우육 원료 5.0×10
5

4.5×10
3

3.0×10
1

1.0×10
2

9.0×10
2

배합육 원료 6.0×108 4.8×103 5.0×101 1.2×103 2.7×103

불고기패티 완제품 5.0×104 1.5×103 불검출 5.0×102 2.1×103

배합육 남부햄(경기평택) 원료 7.0×10
5

5.7×10
3

불검출 1.0×10
2

8.9×10
3

치킨패티 완제품 3.1×1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5.2×102

돈육 남부햄(경기평택) 원료 3.7×105 4.2×103 2.4×103 3.0×103 8.7×101

혼합육 원료 6.8×10
5

9.0×10
3

불검출 불검출 7.5×10
3

불고기패티 완제품 6.2×105 2.7×103 불검출 불검출 2.7×102

돈육 복천(경기이천) 원료 2.9×105 1.1×103 8.9×102 2.0×102 9.0×104

분쇄당근 원료 1.1×10
6

6.3×10
2

1.2×10
2

불검출 4.0×101

분쇄마늘 원료 5.8×106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분쇄양 원료 8.5×105 1.0×101 불검출 2.0×102 불검출

미트볼 완제품 4.0×10
6

4.2×10
2

4.2×10
2

2.1×10
4

8.2×10
3

Table 1-11. 분쇄가공품 외 가공품

시료명 채취장소 분류 총균수 장균군 E. coli 리스테리아
황색포도

상구균

햄버그빵 명( 구) 완제품 7.0×10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마요네즈 동양(경북경산) 원료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오이피클 원료 2.0×10
3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콘옥수수 원료 7.0×1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가공샐러드 세양( 남함평) 완제품

아몬드 맛샘(경기부천) 원료 3.2×10
4

불검출 불검출 1.1×10
2

8.0×10
1

건포도 원료 3.0×103 1.0×101 불검출 1.0×102 1.0×101

마요네즈 원료 1.0×102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옥수수 원료 3.7×10
4

2.1×10
3

1.2×10
3

1.0×10
2

1.7×10
3

마카로니 원료 2.9×105 7.9×102 7.8×102 불검출 2.0×101

오이피클 원료 1.8×10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햄 원료 2.0×10
4

1.2×10
3

1.1×10
3

1.0×10
2

1.2×10
3

가공샐러드

(미살균)
반제품 1.1×10

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3.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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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 식 식재료의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조사효과 검증

 (가)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단체 식용 고춧가루의 생화

  ① 감마선 조사가 고춧가루의 미생물에 미치는 향

   고춧가루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총균수, 효모, 곰팡이, 장균군  살모넬라의 변화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1-12와 같다.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고춧가루의 총균수는 2.72×10
6 

이었으며 

효모와 곰팡이는 6.50×10
3
로 나타났다. 감마선을 2.5, 5, 7.5, 10 kGy로 조사한 시료는 총균수가 

각각 5, 4, 3  2 log cycle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총균수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효모와 곰팡이는 2.5 kGy 조사구에서 3 log scale 정도 으나, 5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장균군과 살모넬라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포장방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1997)은 고춧가루에 감마선조사와 오존처리를 

비교한 결과 총균수, 효모와 곰팡이, 장균군은 각각 10 kGy, 7.5 kGy, 5 kGy의 감마선 조사

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8 ppm의 고농도 오존처리의 경우 총균수  효모와 곰

팡이가 각각 3 log cycle과 2 log cycle 수 으로 나타나 감마선 조사가 오존처리에 비해 더 효

과 인 것으로 보고하 다. 이는 감마선조사 기술이 고춧가루의 생화에 있어서 가열처리  

훈증제와 같은 다른 방법에 비해 매우 효과 인 방법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Table 1-12. Changes of viable cell count of gamma irradiated-red pepper powder   

                                                (CFU/g)

Does

(KGy)

Total Bacteria Yeast and Mold
E. coli and 

Salmonella spp.

Air Vaccum Air Vaccum Air/Vaccum

0 2.72×106 6.50×103 ND1)

2.5 1.54×105 1.68×105 1.20×103 2.60×103 ND

5.0 1.94×104 2.37×104 ND ND ND

7.5 3.10×103 2.00×103 ND ND ND

10 3.00×102 2.00×102 ND ND ND

1)
ND: Not detected.

 ② 감마선 조사가 고춧가루의 색도에 미치는 향

   고춧가루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Hunter 값을 측정하 다(Table 1-13). L, a, b 값은 각각 

46.74~47.76, 21.73~23.44, 17.96~20.72 범 로 나타났으나, L, a, b 값 모두 감마선 조사선량의 

증가  포장방법에 따른 유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으로 carotenoid 계 색

소는 가공, 장  carotenoid 분자의 이 결합이 가열, 산, 선 등에 의해 일부 trans-cis 

form의 이성화 래와, 특히 산소 존재하에서 쉽게 산화를 일으킨다. 즉 carotenoid의 산화는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 등이 자동 산화됨에 따라 유리기의 결합작용에 의해 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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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한 시료 에 함유된 천연 항산화 물질들은 유지의 자동산화와 련하여 색소변화에 

한 억제효과가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처리가 

고춧가루의 능  품질에 가장 요한 인자인 색도 등의 고유한 품질특성에 큰 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미생물을 효과 으로 제어 할 수 있는 가장 이상 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3. Changes of Hunter color value of gamma irradiated-red pepper powder

Dose

(kGy)
0

2.5 5 7.5 10
SEM1)

Air Vaccum Air Vaccum Air Vaccum Air Vaccum

L 47.31bc2) 47.76a 46.74d 47.27bc 47.01cd 47.23bc 47.23bc 47.45ab 47.50ab 0.059

a 23.44a 23.28ab 21.73e 22.44cd 21.89e 22.23de 22.41cd 22.43cd 22.86bc 0.143

b 20.72a 20.26a 17.96e 19.14bc 18.40de 18.86cd 18.93cd 19.34bc 19.62b 0.211

1)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5).

2)Means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3)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 식재료를 이용한 능평가

  5 kGy로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와 햄버거패티로 만든 콩나물무침과 햄버거를 차이식별검

사한 결과 총 24개의 답변수  정답수가 9개로 나왔다. 삼 검사의 유의성 검정표(p<1/3)에 

의하면 총답변수가 24인 경우 유의  차이를 표명할 수 있는 최소 정답수는 유의성 0.05, 0.01, 

0.001에서 각각 13, 14, 16이다. 이에 본 평가 결과 방사선 조사된 고춧가루와 햄버거 패티를 

식품에 용하 을 때, 능학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1-14. The result of triangle test for the test of bean sprouts

    

1조 2조 3조

1 set 1/4 1/4 3/4

2 set 1/4 2/4 1/4

합 계 9/24

   Table 1-15. The result of triangle test for the test of hamburger

    

1조 2조 3조

1 set 3/4 0/4 1/4

2 set 2/4 2/4 0/4

합 계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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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단체 식용 방사선 조사 식재료의 안 성 평가

1. 서 론

   2006년 6월 학교 식에서 발생한 사상 최 의 식 독 사고는 역학조사에 의해 정확한 원인

식품을 규명하지 못한 채 결말이 났으나, 식자재 유통센터에서 학교로 납품되는 식자재에 노로 

바이러스 오염이 의심되어 식자재의 안 성을 극 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시 하

다는 교훈을 남겼다. 이외에도 학교 식과 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보고됨에 따라 해당 교육청

은 식자재 구매 리에 한 지침들을 시달한 바 있다. 

   최근 단체 식의 안 성을 하는 요인으로 식자재의 안 성이나 구매에 한 비효율성

이 자주 지 되고 있으며, 학교 식 식 독 사고에서는 식자재의 리와 련한 원인이 더욱 

의심됨에 따라 식자재 공 과 련한 제도와 정책 마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식 독 사고를 장소별로 구분해 보면 음식 , 가정, 호텔  여  등에서의 식 독 발생은 감

소하고 있으나 집단 식소가 여 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2003년 국내에서 발생한 식

독은 135건, 환자수 7,909명이었으며, 이  단체 식소는 49건, 4,621명으로 체 발생건수  

환자수 비 36.3%와 58.4%의 높은 비율을 보 다. 2005년에는 단체 식이 체 건수의 27.5%, 

환자수는 65.7%로 건수는 어든 반면 오히려 환자수의 비율은 증가하여 형화 추세를 나타

내고 있다.

   단체 식에서 발생하는 식 독 사고를 방하기 해 식자재 구매  후에서 안 리를 

한 여러 제도의 활용, 특히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지정하는 HACCP 시스템의 운 과 교육

인 자원부에서 리하는 학교 식의 HACCP을 기 로 한 생 리 시스템의 용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식 독의 발생비율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식품 유통과정

의 최종단계인 소비자에게 안 한 음식을 제공하기 해서는 단체 식소에서의 효과 인 생

리 시스템의 개발과 용이 필수 이다. 그러나 사용되는 식자재의 안 성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 식장 내에서 효율 으로 생 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종 음식의 안 성을 확보하기

가 어려운 실정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된 바 있다.

   재 학교 식에서는 지역 단 로 식자재 표  규격 설정, 공동구매 방법 이용으로 식자재

의 품질을 확보하기 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수입식품의 안 성이 의심됨에 따라 농가와의 

계약재배에 의한 우수 우리 농산물의 사용, 친환경 식자재 사용 등을 지역의 조례로 결정하는 

등 안 한 식자재 구매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 인 식자재 리를 한 방안이 시

히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체 식 식자재의 효율 인 식 독 방  생화 책으로 방사

선조사기술의 용이 제안됨에 따라 방사선 조사 단체 식 식자재의 유 독성학  안 성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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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구를 통해 단체 식 산업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는 기 연구

를 수행하고자 하 다. 나아가 단체 식산업에 방사선조사기술을 성공 으로 용하기 한 연

구의 일환으로 국내외 안 성 평가연구결과를 근거로 방사선 조사 필요성  타당성을 확보하

고자 하 다.

2. 연구내용  방법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련 국내외 연구 황 분석

  최근에 발표된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정성과 련하여 27편의 해외논문과 20편의 국내논문을 

수집하여 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 독성학  안 성  방사능 잔류, 방사선 조사식품에 의

한 식품 성분변화  잔류농약 분해산물의 안 성, 방사선 조사된 한약재  식품포장재 분해

산물의 안 성,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성  인식도의 분야별로 국내외 연구 황을 분

석하 다.

나. 방사선 조사 단체 식 식재료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단체 식 식재료인 가공식품 6종 (육가공품 3종, 곡류가공품 1종, 두류가공품 1종, 비가열조

리식품 1종)과 향신료  그 가공식품 6종 (건조향신료 1종, 소스류 5종) 모두 12종에 최  50 

kGy 까지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복귀돌연변이시험, 소핵유발시험, 염색체이상시험 의 유 독

성학  안 성을 평가하 다. 

분 류 시 료 Code 제조/ 매회사 비고

주재료

육가공품

스햄 A 동양 살균제품

비엔나 소시지 B    

닭고기 패티 C    

곡류가공품 햄버그식빵 D 명종합식품  

두류가공품 두부 E    

비가열조리식품 가공샐러드 G 세양 살균제품

부재료

건조향신료 고추가루 F    

소스류

머스타드소스 H 세양  

타르타르소스 I 태림  

칠리소스 J 삼조셀텍 살균제품

우리치킨버거소스 K 한국육가공 동조합  

양념치킨소스 L 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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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료  감마선 조사

   단체 식 식재료 12종은 매 인 제품을 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구입한 단체

식 식재료는 한국원자력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

(14±1℃)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총 5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Fricke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으며, 이때 흡수선량의 오차는 

±0.4 kGy이었다. 감마선 조사한 곡류분말은 비조사 조시료와 함께 실온에서 보 하면서 유

독성학  안 성 시험을 실시하 다.

(2) 복귀돌연변이 시험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로 국립보건안 연구원으로부터 분양 받아 계  보존하여 사용하 다.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histidine 요구성, crystal violet 감수성, ampicillin 내성, 

spontaneous 복귀변이 수 등을 확인하 다. 균주를 nutrient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여 

수기(2×10
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다음 배양액 0.1 mL에,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

료 탁액 0.1 mL, S-9 mixture( 는 0.2 M Na-Phosphate buffer) 0.5 mL을 혼합하여 37℃에

서 30분간 pre-incubation하 다.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 2.5 mL을 가하여 

minimal glucose agar 배지에 부어 굳은 후에 37
o
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을 계수하 다. 양성 조물질로는 2-aminofluorene  (2-AF), 2-nitrofluorene (2-NF), 

N-methyl-N'-nitrosoguanidine (MNNG), 9-Aminoacridine (9AA) 등을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 다.

(3) 염색체 이상 시험

   Chinese hamster lung (CHL) fibroblast를 사용하여 단체 식 식재료의 염색체 이상시험을 

실시하 다. 배지는 minimal essential medium에 fetal bovine serum을 5%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 으며, 음성 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용매인 phosphate buffered saline(pH 7.4)을, 양성

조물질로는 사활성 조건하에서는 benzo(α)pyrene을 dimethylsulfoxide에 용해시켜 사용하

으며, 사활성 부재 하에서는 mitomycin C를 멸균증류수에 용해시켜 사용하 다. 먼  본 

시험에 용하기 한 50% 증식억제농도를 추정한 다음, 이 농도를 기 으로 본 실험을 하

다. 즉, S-9 mixture(20%, v/v), 시험물질  양성 조물질이 포함된 배양액으로 6시간 배양한 

후 보통의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16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colcemid를 처리한 다음 0.05% 

trypsin-EDTA로 세포를 모아 염색체이상 시험을 한 표본을 제작하 다. 염색체이상시험 결

과의 정은 학 미경하에서 1,000배의 배율로 각 시험군당 100개의 잘 퍼진 분열 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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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찰한 다음 처리군에 한 구조이상의 총 출 빈도를 음성(-): 5% 미만, 의양성(±): 5% 이

상 10% 미만, 양성(+): 10% 이상의 기 에 따라 정하 다.

(4) 소핵유발시험

   ICR 마우스(웅성; 5～6주령)를 사용하여 약 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단체 식 식재료

를 투여하 다. 투여량은 비시험으로부터 경구투여가 가능한 최고농도를 고용량으로 설정하

고다. 시험최고 농도는 마우스 체  kg 당 5,000 mg이었으며, 검체 균질액을 24시간 간격으

로 2회 경구 투여하 다. 마지막 투여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Hayashi의 방법에 하여 

acridine orange 용액(0.5 mg/mL)을 slide glass에 도포하여 공기 에 건조시킨 다음, 마우스

의 골수로부터 채취한 액 약 5 μL를 slide glass 에 떨어뜨리고 cover glass로 덮었다. 세포

를 고정시킨 후 형 미경 하에서 마우스 1 마리당 1,000개의 망상 구(polychromatic 

erythrocyte, PCE)를 찰하여 그 에서 록색 형 을 띠는 소핵을 가진 망상 구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를 측정하여 소핵생성 빈도를 계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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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고찰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련 국내외 연구 황 분석

  최근에 발표된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정성과 련하여 27편의 해외논문과 20편의 국내논문을 

수집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 독성학  안 성  방사능 잔류, 방사선 조사식품에 의한 식

품 성분변화  잔류농약 분해산물의 안 성, 방사선 조사된 한약재  식품포장재 분해산물의 

안 성,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성  인식도의 분야별로 국내외 연구 황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 성 평가

 1) 방사선 조사 우육의 안 성 평가의 일환으로 방사선 조사 쇠고기 섭취가 동물의 간 발암

과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실험  간 발암모델에서 방사선조사 유무나 조사선량(3 

는 5 kGy)이 다른 쇠고기를 섭취했을 경우 암성 병변의 지표나 약물 사효소계, 소포체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정도  막의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성장기간 

동안 체 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정도와 조사유무  발암물질 투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암성 병변의 지표인 GST-P 양성병소는 상외로 감마선을 조사한 군들이 

비조사 조군에 비하여 그 숫자나 크기가 감소하 으며 특히 3kGy를 조사한 군에서 감소효

과가 가장 컸다. 지질과산화물은 감마선 조사유무나 조사정도에 따라서는 유의 인 차이가 없

었으나, 발암물질 투여에 의해서는 소포체의 TBARS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conjugates 

diene 함량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주요 약물 사효소인 cytochrome P450 함량은 발암물질

투여에 의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과는 없었다. NADPH- 

cytochrome P450 reductase는 방사선 조사나 발암물질 투여에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막안정성의 지표인 소포체의 glucose 6-phosphatase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

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는 감마선 조사 쇠고기의 섭취가 비조사 쇠고기의 섭취시보다 상외로 암성 병변의 생성을 

감소시킨 으로 보아 발암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그 타당한 이유

를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하 다. 따라서 육류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조사선량을 더 확 하여 

이에 한 더 많은 연구가 계속되면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Jung-Hee 

Kim, Mi-Joung Kim, Il-Jun Kang and Myung-Woo Byun. Effects of r-Irradiated Beef Feeding 

on Preneoplastic Hepatic Lesion, Cytochrome P450 System and Microsome Glucose 

6-Phosphatase Activity in Rat Hepatocarcinogenesis.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3), 

638~645, 1999)



- 45 -



- 46 -

2) 방사선 조사돼지고기의 안 성 평가의 일환으로 방사서 조사돼지고기 섭취가 동물의 간 

발암과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실험  간 발암모델에서 방사선조사 유무나 조사선량 

(3. 10 는 30kGy)이 다른 돼지고기를 섭취했을 경우 암성 병변의 지표나 약물 사효소계, 

소포체의 지질과산화물 생성 정도  막의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다. 성장기간 동안 체 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정도, 조사유무  발암물질 투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간 무게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차이는 없었으나 발암물질 투여에 

의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암성 병변의 지표인 GST-P 양성병소는 상외로 감마선을 

조사한 군들이 비조사 조군에 비하여 그 숫자나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암성 병변의 수와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지질과산화물은 감마서 

조사유무나 조사정도에 따라서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발암물질 투여에 의해서는 소포체

의 TBARS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conjugated diene 함량은 감소하느 경향을 나타냈다. 

주요 약물 사효소인 cytochrome P-450 함량은 발암 물질투여에 의해유의 으로 증가하 으

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과는 없었다. NADPH -cytochrome P-450 reductase는 방사선 조사

나 발암물질 투여에 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막 안정성의 지표인 소포체의 glucose 

6-phosphatase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발암물

질 투여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이상의 결과에서는 감마선 조사 돼지고기의 섭취가 비

조사 돼지고기의 섭취시보다 암성 병변의 생성을 감소시킨 으로 보아 발암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유의 인 차이는 아니어서 그 타당성을 본 연구에서 발

견하지 못하 다. 따라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해서는 육류의 종류를 달리하거나 방사선 조

사 식품의 발암성에 련된 더 많은 연구가 다각도로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Mi Joung Kim, Jung Hee, Effects of r-Irradiated Pork Feeding on Preneoplastic Hepatic 

Lesion, Cytochrome P450 System and Microsome Glucose 6-Phosphatase Activity in Rat 

Hepatocarcinogenesis, 35(6) : 643~64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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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육의 생화를 한 방사선조사기술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할 목 으로 방사선 조사 쇠

고기(5 kGy)를 상으로 유 독성  성독성 시험을 통한 안 성 평가를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 쇠고기 탁액의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에 한 복

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 사 활성계 도입  부재시 모두,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0.1~8.3mg/plate의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아 감마선조사 쇠고기(5 kGy)는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설치

류 망상 구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의 염색체 이상 시험을 수행한 결과, 감마선 

조사 쇠고기는 시험 용 용량인 1250~2500mg/plate의 범 에서 소핵을 가진 망상 구의 출

율이 음성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조사 

우육의 성독성시험 시험결과,  기간을 통하여 마우스암수 모두에서 조사우육(5 kGy)의 경

구 투여시 폐사동물은 찰되지 않았으며, 체 변화도 조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한, 마우스와 랫드 암수 모두에서 본 시험물질에 의한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임상증상이

나 유의할만한 병변도 찰되지 않았다 (Il-Jun Kang, Hee-Jin Kwak, Byung-Hoon Lee, 

Kwang-Hoon Kim, Myung-Woo Byun and Hong-Sun Yook, Genotoxicological and Acute 

Toxicological Safeties of Gamma Irradiated Beef,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30, No. 4, pp. 775~780,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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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나라 통 장류인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의 생화를 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

용 가능성을 검토할 목 으로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후 유 독성학  안정성 실험의 일환으로 

Ames test를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물추출 분획의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에 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

과, 사활성계 도입  부재시 모두,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10,000㎍/plate까지

의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아 20 kGy의 고선

량 감마선 조사된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은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ong-Sun Yook, Eun-Mi Lee, Dong-Ho Kim, Kyong-Haeng Lee, Hyun-Ja Lee, Young Nam 

Lee and Myung-Woo Byun, Genotoxicological Safety on Water-Soluble Fraction of Gamma 

Irradiated Korean Soybean Fermentation Foods, J. Fd Hyg. Safety 15(4), 297~3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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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녹즙의 생화와 장·유통 안정성 확보를 해 10 kGy 감마선 조사된 녹즙(돌미나리, 당

근, 일  신선 )의 유 독성학  안 성 검증의 일환으로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

용한 복귀돌연변이 실험과 Escherichia coli PQ37균주를 이용한 SOS chromotest  CHL 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을 수행하 다. 10kGy로 감마선 조사된 녹즙은  세가지 in vitro 유

독성시험을 한 결과, 음성을 나타내었다. 결과 으로 10 kGy로 조사된 녹즙은 어떠한 돌연

변이도 유발시키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된 녹즙이 in vitro에서 유 독성학 으로 안 하 다 

(Hyun-Ja Lee, Kun-Ok Kang and Hong-Sun Yook, In vitro Genotoxicological Safety of Fresh 

Vegetable-Extract Juice by Gamma Irradiati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30(6), 

1227~123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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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새우젓의 생화  염 제품화를 한 감마선조사기술의 이용 가능성과 이들의 안 성

을 확보할 목 으로 실제 이용선량보다 2배 높은 20 kGy의 감마선조사 새우젓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를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 새우젓의 S. typhimurium TA98, TA100

에 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 사활성계 도입  부재시 모두 시험 용 농도인 

0.1-10mg/plate의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아 

감마선 조사 새우젓(20 kGy)은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설치류 망상

구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새우젓이 소핵 형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감마선 조사 새우젓은 

시험 용 용량인 1250-2500 mg/kg의 범 에서 소핵을 가진 망상 구의 출 율이 음성 조

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

용한 염색체 이상시험에서도 감마선 조사 새우젓(20 kGy)은 시험 용 용량에서 염색체이상 유

발능이 5%미만 이었다 (Il-Jun Kang, Cha-Kwon Chung, Young-Sook Lee, Sung-Hoon Oh and 

Myung-Woo Byun, Genotoxicological Safety of Gamma Irradiated Salted and Fermented 

Shrimp, KOREAN J. POSTHARVEST SCI. TECHNOL Vol. 8. No. 2, pp.193~19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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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곡류분말에 감마선조사를 30 kGy 선량으로 조사하여 유  독성학  안 성평가를 실시하

다. 곡류분말에 감마선 조사실시 후에 따른 S. typhimurim TA98, TA100, TA1535  

TA1537에 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 사활성계 도입  부재 시 모두 시험 용 

농도인 0.625~10 mg/plate의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

이지 않아 감마선 조사 곡류분말(30 kGy)은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설치

류 망상 구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 곡류분말의 소핵형성 시험을 수행한 결과, 30 kGy감

마선 조사 곡류분말은 시험 용 용량인 625~5,000 mg/kg의 범 에서 소핵을 가진 망상 

구의 출 율이 음성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에서도 30 kGy감마선 조사 곡류분말은 시험

용 용량에서 염색체이상 유발능이 5%미만 이었다 (Sag-Myung Han, Hye-Mi Kim, 

Seung-Kyoung Jeung, Ju-Woon Lee, Myung-Woo Byun and Il-Jun Kang, Genotoxicological 

Safety of High-Dose Gamma-Irradiated Cereal Powders, Korean J. Food Preserv. Vol. 13, 

No. 4. pp. 524~529, Augus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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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국의 통장류인 간장에 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 다. S. 

typhimurim TA98, TA100, TA1535  TA1537을 사활성계 도입  부재시 Ames test, 

Escherichia coli PW37을 이용한 SOS chromotest, chinest hamster의 폐섬유아 세포를 이용한 염

색체 이상실험을 실시 한 결과, 20 kGy로 감마선 조사된 간장의 경우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10,000 ug/plate까지의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

소를 보이지 않았고 비조사군과 마찬가지로 음성을 나타내었다. 결과 으로 20 kGy로 고선량 

조사된 간장은 어떠한 돌연변이도 유발시키지 않았으며 in vitro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Hong-Sun Yook, Sung-A Jegal, Young-Sun Cho, Kwang-Hoon Kim, 

Kyung-Hee Kim, Evaluation on in vitro Genotoxicological Safety of Gamma-Irradiated 

Kanjang(Soy Sauce), 충남생활과학연구지 제18권 1호 pp. 7~16, 2005).

9) 과메기에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후 독성학  안 성 실험인 in vitro Ames test, SOS 

chromo test  CHL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과 ICR 수컷 마우스를 이용한 in vivo 소

핵세포실험을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된 과메기의 S. typhimurim TA98, TA100, 

TA1535  TA1537과 Escherichia coli WP2 uvrA 균주에 한 복귀변이 집락수 시험, SOS 

chromotest (Escherichia coli PQ37) 시험  CHL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을 수행한 결

과, 물 추출물과 용매추출물  사활성계 도입 혹은 부재시 모두,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10,000 mg/plate까지의 농도에서 감마선 조사된 시료는 비조사된 시료와 같이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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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된 과메기의 in vivo 소핵세포실험에서도 소핵이 발견

되지 않았다. 따라서 10kGy까지 고선량 감마선 조사된 과메기는  수행된 in vivo  in vitro 

유 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음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유 독성학 으로 돌연변이원성이 없

었다 (Hong-Sun Yook, Young-Jin Chung, Hyun-Pa Song, Ju-Woon Lee and Myung-Woo 

Byun, Genotoxicological Safety of Gamma-Irradiated Kwamegi(semi-dried Colobabis seira), J 

Korean Soc Food Sci. Nutr. 33(1), 182~19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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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마선 조사(10 kGy)된 멸치액젓의 유 독성학  안 성 시험을 수행하기 해 S. 

typhimurim TA98, TA100, TA1535  TA1537과 Escherichia coli WP2 uvrA 균주를 사용한 복

귀돌연변이시험, Escherichia coli PQ37를 이용한 SOS chromotest  CHL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을 활성 사 효소계 미 용  용하에 실시하 고, ICR 마우스의 골수세포를 이용

한 in vivo 소핵세포실험을 수행하 다. 감마선 조사(10 kGy)된 멸치액젓은 의 3가지 in vitro 

실험에서 비조사된 멸치액젓과 마찬가지로 음성으로 나타냈다. , 감마선 조사  비조사된 

멸치액젓의 in vivo 소핵세포실험에서도 소핵이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10 kGy까지 감마선 

조사된 멸치액젓은  수행된 in vivo  in vitro 유 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유 독성학 으

로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ong-Sun Yook, Bo-Sook Cha, Dong-Ho Kim, 

Ju-Woon Lee and Myung-Woo Byun, Genotoxicological Safety of Gamma-Irradiated Salted 

and Fermented Anchovy Sauce, J Korean Soc. Food Sci. Nutr. 33(7), 1192~120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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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방사선조사기술이 식품성분에 미치는 정  는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에 해 범

한 연구를 수행하 다. 방사선조사 , 후  이에 따른 장  cashew nut의 항산화 활성을 

살펴보기 해 1,3-diethyl-2-thiobarbituric acid (DETBA) assay를 사용하여 지방의 과산화반응 

해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때 항산화 활성 감소는 방사선조사를 통

해 발생되는 자유라디컬의 소거와 상 계가 있었으며, 시료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해서 fluorometric method가 사용되었다 (M.G. Sajilata and R.S. 

Singhal, Effect of irradiation and storage on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cashew nut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Volume 75, Issue 2, February 2006, Pages 297-300).

Fig. 2-1. Percent lipid peroxidation brought about by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ashew nut 

extracts from unirradiated and irradiated cashew nuts at 0 months of storag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ig. 2-2. Percent lipid peroxidation brought about by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ashew nut 

extracts from unirradiated and irradiated cashew nuts after 2 months of storag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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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신선한 식물, Tuber aestivum black truffles의 항돌연변이원 혹은 돌연변이원의 존재여부

와, 감마선조사가 이들 성분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하 다. 최종 1.5 kGy의 dose 로 처

리된 truffle의 수용액과 ethanol 추출물에 하여, 감마선 조사구  비조사 조구에 한 연

구를 수행하 으며, 2 종류의 살모넬라 장염균주 (Salmonella typhimurium His- TA 98  

TA100)가 사용되었다. 그 결과, black truffles은 직  혹은 간 인 돌연변이 유발 화합물에 

해서 해작용을 갖는 모종의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감마선조사 시 

돌연변이원을 형성하지 않았으나, 감마선 조사 후 항돌연변이 활성수치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lorinda Fratiannia, Aldo Di Lucciab, Raffaele Coppolac, a and Filomena 

Nazzaro Mutagenic and antimutagenic properties of aqueous and ethanolic extracts from 

fresh and irradiated Tuber aestivum black truffle: A preliminary study. Food Chemistry, 

Volume 102, Issue 2, 2007, Pages 47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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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바이오식품산업계에 허  련제품의 수요가 증 됨에 따라, 고품질 herb의 량 생산과 

공 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실히 느끼고 있다. 허 에 훈증제나 보존제 사용이 지되어있

기 때문에, 이를 체할만한 안 하고 생 인 가공유통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목 으로 방사선 조사에 따른 Paeoniae radix의 독성학  안 성  활성성분의 안정성에 

한 연구를 실시하 다. Paeoniae radix를 10 kGy 선량의 감마선으로 조사한 후, 열수 추출하

여 Salmonella typhimurium으로 Ames test 수행하 고, cultured Chinese hamster ovary (CHO) 

cell을 가지고 micronucleus test와 같은 in vitro 테스트를 거쳤다. 의 두 가지 테스트 결과, 

방사선조사 시료 추출물은 어떠한 세포독성이나 돌연변이성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

된 Paeoniae radix의 HPLC chromatogram을 통해서도 비조사 시료와 차이가 없었다. 한, 

Paeoniflorin의 양은 감마선 조사와 상 없이 어떠한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서 감마선조사 된 Paeoniae radix는 독성학   화학 으로 안정함을 증명할 수 있었다 

(Young-Beob Yu, Ill-Yun Jeong, Hae-Ran Park, Heon Oh, Uhee Jung and Sung-Kee Jo. 

Toxicological safety and stability of the components of an irradiated Korean medicinal herb, 

Paeoniae Radix.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Volume 71, Issues 1-2, September-October 

2004, Pages 117-121).



- 65 -



- 66 -

  14) 여러 방사선조사식품에서 발생되는 분해산물의 연구를 통해, 높은 dose 역에서 시료에 

흡수된 방사선량과 방사선조사식품에서 발생되는 2-ACB (2-alkylcyclobutanone)의 양 사이에 

뚜렷한 상 계를 입증하 다. 2-ACB는 in vitro  in vivo 실험에서 세포독성  유 학  

독성이 인정되었다. 2-ACB 화합물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며, rat 장의 종양발생의 promoter 

역할을 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서 발생되는 2-ACB 화합물이 상당히 험한 

부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들의 사경로  다른 식품 성분과의 반응성 등에 한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Marchioni, E. ; Raul, F. Burnouf, D. ; Miesch, M. ; Delincee, H. ; 

Hartwig, A. ; Werner, D. Toxicological study on 2-alkylcyclobutanones -results of a 

collaborative study.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 2004 v.71 no.1/2 pp.147-150).

  15) Electron beam irradiation (5.0 kGy) 처리 시, thaumatin (천연 단백질계 감미료)의 만성

독성에 한 평가를 실시하 다. 즉, 13주령의 10 수컷  10 암컷 (SD) rat를 가지고 식이에 

thaumatin을 0% (control), 0.3%, 1.0%, 3.0% 첨가하여 쥐에 미치는 독성여부를 평가하 다. 암

수 분리된 그룹의 조사에서, 3.0% thaumatin을 식이투여하여 생존률, 체 , 식사량, 물소비량, 

요분석, ophthalmology, haematology  blood biochemistry data를 분석한 결과 임상 으로 

특이한 이나 이상은 찰되지 않았다. 한 병리학 으로나 장기무게에서도 어떠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방사선 조사된 thaumatin을 식이  최소한 3.0% 투여결과 (2,502mg/kg 

body weight/day for males, 2,889 mg/kg body weight/day for females), 이 투여량을 

no-observed-adverse-effect-level (NOAEL)라고 평가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thaumatin에 

electron beam-irradiation 처리는 어떠한 유의  독성학  변화를 일으키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Hagiwara, A. ; Yoshino, H. ; Sano, M. ; Kawabe, M. ; Tamano, S. ; Sakaue, K. ; 

Nakamura, M. ; Tada, M. ; Imaida, K. ; Shirai, T. Thirteen-week feeding study of 

thaumatin (a natural proteinaceous sweetener), steriliz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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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gue-Dawley rats.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published for 

the British Industrial Biological Research Association. 2005 v.43 no.8 pp.1297-1302).

  16) 보리에 감마선 조사를 한 후 비조사 조시료와 함께 25℃, 50% 상 습도에서 보 하면

서 40일 간격으로 이들의 이화학 , 미생물 , 능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 다. 수분함량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 고, 조지방 함량은 증가하 다. TBA가는 조사선량과 장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색도의 변화에서 감마선조사 직후 30.5 kGy 조사군이 비조사군

에 비해 L, a, b값 모두 증가하 고, 장기간 동안에도 이들간의 차이는 유지되었다. 보리의 

온성균과 온성균 수에서는 비조사군과 1.2 kGy 조사군이 10.1 kGy 조사군과 30.5 kGy 조

사군에 비해 장기간 동안 증가하 고, 효모와 곰팡이 수는 기 오염도가 낮았으며 장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능검사에서는 시큼한 냄새가 10.1 kGy와 30.5 kGy 조사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보리냄새와 텁텁한 냄새는 조사선량과 장기간에 의해 유의 인 변화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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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지 않았다 (In-Sook Son and Meera Kim, Storage Stability of Barleys Irradiated by 

Gamma-Ray,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5). 1076~1081,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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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옥수수에 1.2 kGy, 10.1 kGy, 30.5 kGy의 감마선 조사 처리를 하여 비조사 조시료와 

함께 25℃, 50% 상 습도에서 보 하면서 40일 간격으로 이들의 이화학 , 미생물 , 능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 다. 수분함량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 고, 조지방 함량은 

증가하 다. 산가는 비조사군과 조사군간에 뚜렷한 차이는 없었으나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 으며, TBA는 조사선량과 장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다. 옥수수의 온성균과 온

성균 수에서는 비조사군과 1.2 kGy 조사군이 10.1kGy 조사군과 30.5 kGy 조사군에 비해 장

후기에 증가하 고, 효모와 곰팡이 수는 장기간 동안 비조사군이 조사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색도의 변화에서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조사군과 조사군의 L값은 체로 감소하

고, 30.5 kGy 조사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의 b값은 감소하 다. 능검사에서는 신선한 

옥수수 냄새가 조사 직후와 장 200일째에만 조사군과 비조사군 사이에 유의 인 차이를 보

고, 옥수수의 비린내와 시큼한 냄새는 조사선량  장기간에 따라서 유의 인 변화를 나타

내지 않았다 (In-Sook Son, Hyochung Kim and Meera Kim, Storage Stability of Corns 

Irradiated by Gamma-Ray, KOREAN J. SOC. FOOD SCI. Vol. 15. No. 2, May,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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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감마선 조사를 통한 즉석식품 제조용 육가공제품의 미생물학   유  독성학  안 성 

평가를 실시하 다. 미생물 안 성은 총 4종류의 병원성 미생물 (Salmonella typhimurium, 

Escherichia coli, Staphylococcus aureus  Listeria ivanovii)을 이용하여 inoculation test를 실시하

으며 유  독성학  평가는 Ames test를 통해 조사하 다. 4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을 볶은쇠

고기  햄에 종했을 경우 기 균수는 7 log정도로 나타났으나 1 kGy로 감마선 조사했을 

경우 S. typhimurium은 4 log cycle 정도 , E. coli  S. aureus는 3 log  L. ivanovii는 2 log

정도 증식이 억제되었다. 볶은 쇠고기  햄에 종된 4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은 3 kGy의 선량

으로 감마선 조사했을 경우 검출되지 않았다. 볶은 쇠고기  햄에 종된 4종류의 병원성 미

생물의 방사선 조사에 한 감수성을 측정한 결과 종된 병원성 미생물의 D10 value는 볶은 

쇠고기에 종된 L. ivanovii가 0.48로 가장 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볶은 쇠고기  햄

을 비조사구와 조사구(10 kGy)로 나 어 S. typhimuriumTA98  TA100 두 균주를 이용하여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한 결과 사활성을 시킨 경우와 사활성을 시키지 않은 경우 

모두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증가는 확인되지 않아, 즉석 식품제조를 

한 볶은 쇠고기  햄의 감마선 조사는 유 독성학 으로 안 한 것으로 나타났다 (Na-Young 

Lee, Cheorun Jo, Ho-Jin Kang, Sang-Pill Hong, Young-Ho Kim, Kyong-Haeng Lee, and 

Myung-Woo Byun, Microbiological and Mutagenical Safety Evaluation of Gamma Irradiated 

Ready-to Eat Foods of Animal Origin,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Vol. 25. No. 

1, pp. 13~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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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주로 라질에서 생산되어 수출된 식품에서 방사성잔류물질에 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여기에는 비 괴검사인 gamma-ray spectrometry가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두 련 가공 공정 

 40K의 redistribution가 확인되었다 ( 두제품에서 745±9 Bq kg-1, 두겨에서1473±15 Bq 

kg-1  두유에서 8.8 Bq kg-1). 분석에 사용된 모든 두유 시료에서 40K의 활성은 검출한도 

보다는 낮았다. 황처리-설탕, mate tea  민트 같은 식품에서도 실시되었으며, 이 때 228Th과 

226Ra 같은 천연 방사성물질  137Cs같은 인공 핵종의 활성이 검출되었다 (Viviane Scheibel, 

and Carlos Roberto Appoloni. Radioactive trace measurements of some exportedfoods from 

the South of Brazil. Journal of Food Composition and Analysis. Volume 20, Issue 7, 

November 2007, Pages 65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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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식품의 방사선조사 처리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서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thermoluminescence,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EPR) spectroscopy 등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방법은 방사선조사로 유발되는 radicals를 검출하는 비 괴검사 방식이며, 

방사선 조사량까지 알아낼 수 있다. 그  EPR spectroscopy는 식품의 방사선조사 여부를 가

려내는 가장 신속하고도 효과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게의 껍질(exoskeleton)을 6 등분(dactyl, 

cheliped, carapace, apron, swimming legs  walking legs) 한 다음, 1.156 ~ 5.365 kGy의 도

스로 Cs-137 감마선을 조사 후, 조구와감마선 처리구에 한 EPR 스펙트럼을 분석하 다. 6 

등분한 게 껍질 각각에 해 감마선조사의 반응을 plotting한 결과, dactyl 부분이 가장 민감하

게 나타났고, dactyl의 sensitivity와 비교 시, apron (38%), cheliped (37%), walking legs (30%), 

swimming legs(24%), sarapace (21%)의 순서의 sensitivity를 보 다 (A. Maghraby.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crab using EPR. Radiation Measurements. Volume 42, Issue 2, 

February 2007, Pages 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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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Linear response of EPR signal intensity of irradiated crab exoskeleton (different 

parts) to Cs-137 gamma radiation, error bars present the standard deviation of different 

measured EPR signal intensity.

  21) Red meat에 7.5 MeV X-rays로 조사 할 경우 발생되는 방사능 안 성에 해서 이론  

연구와 실험을 수행하 다. Meat와 meat ash를 15 kGy  30 kGy 선량의 X-ray에 노출시켰

을 경우, 모든 종류의 자가속기로 처리했을 때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하여 narrow energy 

역  broad energy 역에서 실험을 실시하 다. 실제 측정된 수치와 이론  수치가 서로 

상 계를 보 으며, 방사선조사식품 섭취에서 오는 방사선노출 여부를 평가하기 해 조구

를 natural background radiation으로 삼았다. 그 결과, 7.5MeV electrons에서 발생된 X-rays로 

조사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 사람에게 미치는 험성은 壙에 지 역에서도 미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regoire, O. ; Cleland, M.R. ; Mittendorfer, J. ; Dababneh, S. ; Ehlermann, 

D.A.E. ; Fan, X. ; Kappeler, F. ; Logar, J. ; Meissner, J. ; Mullier, B. ; Stichelbaut, F. ; 

Thayer, D.W. Radiological safety of food irradiation with high energy X-rays: theoretical 

expectations and experimental evidence.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2003 v.67 no.2 

pp.16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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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방사선조사에 의한 포장재의 polymer 분해산물

방사선조사에 의한 식품살균에 있어서, 식품을 포장한 채로 냉 살균하기 때문에 식품의 2차 오

염을 막을 수 있다는 이 을 가지고 있다. 미국 FDA는 이미 1960년  일부 포장필름 재질에 

해서 0~60 kGy의 선량을 사용하는 방사선조사 방식을 승인하 다 [USFDA 21CFR 179.45]. 

이 후부터는, 방사선조사가 가능한 포장필름의 추가 승인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이유는 방사

선조사 시에 분해되어 발생되는 필름분해 부산물의 존재 가능성 때문이다. FDA에 따르면 식

품포장재에 가스차단성을 부여하기 해 사용되는 ethylene co-vinyl alcohol (EVOH)은 방사선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재확인하기 해 3 kGy  10 kGy 두 가지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 때 발생될 수 있는 비휘발성 분해산물에 한 조사를 실시하 다. EVOH에 방사선을 조

사한 후, food simulating solvent (FSS)로서 에탄올과 물의 혼합액 (95:5 ethanol and water by 

volume)을 사용하여 10일 동안 40°C에서 비휘발성 분해산물을 추출한 후, advanced liquid 

chromatographic techniques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두 개의 조사선량 처리구 (3 

kGy  10 kGy)에서 공히 EVOH로부터 비휘발성 분해산물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이는 



- 75 -

USFDA의 안정성 기 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A. Kothapalli and G. Sadler. 

Determination of non-volatile radiolytic compounds in ethylene co-vinyl alcohol. Nuclear 

Instruments and Methods in Physics Research Section B: Beam Interactions with Materials 

and Atoms, Volume 208, August 2003, Pages 34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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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방사선조사 시 식품  잔류 농약 분해산물의 독성여부

식품  농산물의 장유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해서 이들로부터 해충제거, 과채류의 발아제

어, 숙성조   미생물제어의 일환으로서 방사선조사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그 동안 

이 분야에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최  조사선량 10 kGy 내에서 식품 용

이 국제 으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  농산물에서 잔류될 수 있는 농약에 방사선이 

조사될 경우, 원래의 농약보다 더 혹은 덜 해로운 어떤 물질이 부산물로 생겨날 수 있을 것이

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를 확인하기 해 malathion에 10 kGy 선량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sister-chromatid exchange (SCE), micronuclei 형성, cell survival, growth rate  polyploid 

formation를 분석하 다. Cell survival, polyploid formation  growth rate의 경우, 방사선조

사 된 malathion으로 처리한 cell에서 미미한 증가를 보 으나, Molt-4 human lymphocyte 

cells에서 micronuclei 형성은 향 받지 않았다. 즉, malathion 만을 놓고 비교할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발된 어떤 분해 산물이 이러한 생물학  효과의 증감을 발생시키지 않았다. 결

론 으로, 식품에 잔존하는 malathion에 10 kGy 선량의 감마선조사 결과, in vitro system에서

는 malathion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독성을 유의 으로 변화시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Szekely, J.G. ; Goodwin, M. ; Delaney, S. The effect of γ-irradiation on the toxicity of 

malathion in V79 Chinese hamster cells and Molt-4 human lymphocytes. Mutation research. 

Genetic toxicology testing and biomonitoring of environmental or occupational exposure . 

1992 v.280 no.3 pp.18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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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조사 한약재의 안 성 평가

  1) 감마선 조사된 생약재의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용한 유 자 복귀돌연변이 시험(Ames test)과 배양된 Chinese hamster ovary(CHO) 

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을 시행하 다. 시험 상은 오염유기체 완 구제 선량인 10 kGy의 감

마선으로 조사된 어성 , 구기자 추출물이었으며, 시험농도는 상물질이 생약재임을 고려하여 

50%의 균주생장억제를 나타내는 농도를 최고 농도로 하 다. 시험은 사 활성화시키지 않은

경우와 S9 mix 첨가로 사활성화 시킨 경우로 나 어 시행하 다.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 각 

시료에 의한 집락수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각 용량단계에서 비조사군과 감마선 조사구

간의 차이도 볼 수 없었으므로 음성으로 정하 다. 소핵시험에서는 cytokinesis-blocked 

binucleated (CB) cell 내에 생성된 소핵을 계수한 결과 음성 조군의 경우 소핵수가 22~28개

/1,000 CB cells(2.2~2.8%)이었으며, 비조사군과 감마선 조사군의 각 용량단계에서 모두 3%이하

의 소핵 빈도를 보여 시료 첨가에 의한 소핵빈도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어 음성으로 정되었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각 시료가 직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세포분

열 에 유 학 으로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ng-Kee Jo, Young-Beob 

Yu, Heon Oh, Youn-Gil Kwak and Myung-Woo Byun, Genotoxicological Safety of the Two 

Gamma-Irradiated Herbs : Houttuynia cordata Thunberg and Lycium chinense Miller, 

KOREAN J. POSTHARVEST SCI. TECHNOL Vol. 7. 1, pp.68~7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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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 조사된 생약재의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용한 유 자 복귀돌연변이 시험(Ames test)과 배양된 Chinese hamster ovary(CHO) 

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을 시행하 다. 시험 상은 오염유기체 완  구제 선량인 10 kGy의 감

마선으로 조사된 울 , 황 , 작약추출물의 메탄올 가용분과 물 가용분이었으며, 시험농도는 

상물질이 생약재임을 고려하여 50%의 균주생장억제를 나타내는 농도를 최고 농도로 하 다. 

시험은 사활성화 시키지 않은 경우와 S9 mix 첨가로 사활성화 시킨 경우로 나 어 시행하

다. 복귀돌연변이 시험결과 각 시료에 의한 집락수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각 용량단

계에서 비조사군과 감마선 조사군 간의 차이도 볼 수 없었으므로 음성으로 정하 다. 소핵시

험에서는 cytokinesisblocked bimucleated(CB) cell 내에 생성된 소핵을 계수한 결과음성 조

군의 경우 소핵수가 22±5.7개/1,000 CB cells(2.2±0.57%)이었으며, 비조사군과 감마선 조사군의 

각 용량단계에서 모두 3%이하의 소핵 빈도를 보여 시료 첨가에 의한 소핵빈도의 증가를 인정

할 수 없어 음성으로 정되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각 시료가 직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

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세포분열 에 유 학 으로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Sung-Kee Jo, Genotoxicological Safety of the Gamma-Irradiated Medicinal Herbs, J. Fd 

Hyg. Safety 12(3), 217~227,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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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조사된 생약재의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 100, TA102 균주를 이용한 유 자 복귀돌연변이 시험(Ames test)을 시행하 다. 시

험 상은 오염유기체 완  구제 선량인 10kGy의 감마선으로 조사된 울 , 황 , 작약추출물의 

메탄올 가용분과 물 가용분이었으며, 시험농도는 상물질이 생약재임을 고려하여 50%의 균주 

생장억제를 나타내는 농도를 최고 농도로 하 다. 시험은 사활성화 시키지 않은 경우와 S9 

mix첨가로 사활성화 시킨 경우에서 복귀변이 집락을 계수하 다. 그 결과 각 시료에 의한 

집락수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각 용량단계에서 비조사군과 감마선 조사군 간의 차이도 

볼 수 없었으므로 음성으로 정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각 시료가 집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ng-Kee Jo, Hong-Sun Yook and 

Myung-Woo Byun, Genotoxicological Safety of the Gamma Irradiated Medicinal Herbs in 

the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J. Korean Soc. Food Sci. Nutr. 26(5), 958~964,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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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조 생약재인 황기, 감   진피의 감마선 조사 생화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감

마선 조사 후 salmonella typhimurium TA98과 TA100 균주를 이용한 유  독성학 인 안 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시험 상은 오염유기체 완  구제 선량인 10kGy의 감마선으로 조사된 시

료의 열수 추출물을 상으로 하 으며 시험농도는 상물질이 생약재임을 고려하여 50%의 

균주생장억제를 나타내는 농도를 최고 농도로 하 다. 시험은 사 활성화시키지 않는 경우와 

사 활성화시킨 경우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을 계수하 다. 그 결과 각 시료에 의한 집락수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각 용량단계에서 감마선 비조사군과 조사군 간의 차이도 볼 수 없

으므로 음성으로 정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각 시료가 직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Yeon-Ho Ham, Hong-Sun Yook and Sung-Kee Jo, 

Genotoxicological Safety of the r-ray Irradiated Astragali Radix, Glycyrrhizae Radix and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in the Ames Test, KOREAN J. POSTHARVEST SCI. TECHNOL 

Vol. 8. No. 1, pp.54~5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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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약재의 기능성 식품  체의약 원료로의 이용 증 에 따라 생  장·유통을 한 

감마선조사 기술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할 목 의 일환으로 실제 이용선량의 최고 선량인 10 

kGy의 감마선 조사 생약재 3종의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공시 재료는 감

마선 조사된 생약재료 감 , 진피  시호로 하 다. 시험은 Salmonella typhimurium 균주를 이

용한 유 자 복귀돌연변이 시험(Ames test)과 배양된 Chinese hamster ovary(CHO) 세포를 이

용한 in vitro 소핵유발 시험으로 시행하 다. 시료는 오염유기체 완  구제 선량인 10 kGy의 

감마선으로 조사된 감 , 진피  시호의 열수 추출물이었으며, 시료의 농도는 복귀돌연변이 

시험의 경우 5mg/plate로, 소핵유발 시험의 경우 50%의 세포증식억제를 나타내는 농도를 최고 

농도로 하 다. 시험은 사 활성화시키지 않은 경우와 S9 mix 첨가로 사 활성화 시킨 경우

로 나 어 시행하 다.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 각 시료에 의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인

정할 수 없었으며, 각 용량단계에서 감마선 비조사군과 조사군간의 차이도 볼 수 없었으므로 

음성으로 정하 다. 소핵유발 시험에서 cytokinesis-blocked binucleated(CB) cells 내에 생성

된 소핵을 계수한 결과, 음성 조군의 경우 소핵 출 빈도가 20~30/1,000 CB cells(2~3%)정도

으며, 비조사 시료군과 감마선 조사 시료군의 각 용량단계에서 모두 2~4%의 소핵 출 빈도

를 보여 시료에 의한 소핵 출 빈도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감마선이 조사된 각 

시료가 직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세포분열 에 유 학 으로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Sung-Kee Jo, Yeon-Ho Ham, Hae-Ran Park, Heon Oh 

and Myung-Woo Byun, Genotoxicological Safety of Hot Water Extracts of the r-Irradiated 

Glycyrrhizae Radix, Aurantii nobilis Pericarpium and Bupleuri Radix in vitro, J. Korean Soc. 

Food Sci. Nutr. 30(6), 1237~124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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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생약재의 식품·생물 산업  이용 증 에 따라 생약재의 안 한 생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약재의 생화 기술로서 방사선 조사기법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감마선을 조사한 생약재 3종에 한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공시 재

료는 오염유기체 완  구체선량인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시킨 황기, 백출  승마로 하 으

며, 각각의 열수 추출물의 유 독성을 in vitro 시험으로 평가하 다. 유 독성 평가는 

Salmonella typhimurium TA98  TA100 균주를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Ames test)과 

Chinese hamster ovary(CHO) 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소핵 유발 시험으로 시행하 다. 각각의 

시험은 S9 mix를 첨가한 사 활성화 시스템과 첨가하지 않은 비활성화 시스템으로 구분하여 

실시하 으며, 시료의 최고 처리 농도는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는 5mg/plate로, 소핵유발시험

에서는 50%의 세포증식 억제를 나타내는 농도(1mg/mL)로 하 다. 복귀 돌연변이 시험 결과 

사 활성화  비활성화의 경우 모두에서 각 시료에 의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각 용량단계에서 감마선 조사군과 비조사군 간의 차이도 볼 수 없었으므로 음성

으로 정하 다. 소핵 유발시험에서도 음성 조군  감마선 조사군과 비조사군 모두 각 용량 

단계에서 세포 내에 생성 된 소핵의 빈도가 3%이하로 나타남에 따라, 시료에 의한 소핵의 유

발을 인정할 수 없었으므로 음성으로 정하 다. 다라서 감마선이 조사된 각각의 시료는 직  

 간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세포유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생체 내 유 독성시험, 만성독성시험  생식독성시험 등의 추가 인 in vivo 실험이 행

하여진다면 감마선 조사 생약재의 안 성을 보다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Hae-Ran Park, Yeon-Ho Ham, Uhee Jung- Ill-Yun Jeong and Sung-Kee Jo, Genotoxicological 

Safety of Hot Water Extracts of the r-Irradiated Astragali Radix, Atractylodes Rhizoma, and 

Cimicifugae Rhizoma in Vitro, J. Korean Soc. Food Sci. Nutr. 31(5), 910~91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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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 typhimurim TA98, TA100, TA1535  TA1537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에서 30 kGy

로 감마선 조사된 생지황열수 추출물의 돌연변이 유발여부를 실시하 다. 한 30 kGy에서 감

마선 조사된 생지황 추출물의 유 독성을 평가하고자 수컷마우스(ICR)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

핵시험을 실시하 다. 투여용량은 한계 상한선을 최고 용량으로 하 다. Cyto kinesis-block 

method에 따라 생성시킨 binucleated cells 에 형성된 소핵을 조사하 다. 약 7주령의 수컷 

마우스에 시험물질을 0, 500, 1000, 2000 mg/kg의 용량을 단회 경구 투여하고, 투여 후 약 24

시간에 골수세포를 수거하여 소핵유발과 세포독성을 평가하 다. 시험결과 생지황의 유효성분

이 10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는 괴되지 않고 안 하게 유지되며, 한 유 독성학  실험에

서 감마선 조사 생지황이 직 변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서 작용하지 않음 알 수 있었다 

(Jong-Wook Kim, Ho-Young Choi, Jung-Hee Cho, Duk-Kyun Ahn, Chang-Soo Yook, 

Myung-Woo Byun, Ju-Woon Lee, Moo-Hyeog Im, and Do-Hoon Kim, Studies on the 

Stability of Catapol Components, and Genotoxic Safety of r-Irradiated Rehmanniae Radix 

crude, 생약학회지 Kor. J. Pharmacogn. 36(2), 75~80, 2005)

9) 건조 농산물을 비롯한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가 허가, 시행되고 있으며, 그 용 범 도 

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조생약재의 생화의 체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이 산

업계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감마선 조사생약재의 효능 변화 유무를 확인하기 한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감마선 조사(10 kGy)한 사물탕, 보 익기탕  삼령백출

산 한약제 각각의 방사선 방호효과를 비조사 시료와 비교 평가하 다. 평가를 하여 방사선 

조사마우스에서 소장 소낭선 생존시험, 내재성 비장집락 형성시험  apoptosis측정을 시행하

다. 각 한약제의 감마선 조사 시료는 3가지 시험 모두에서 비조사 시료와 유사한 효과를 나

타내었으며(p<0.05), 생체 내 독성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생약재의 여러 가지 고유 효능  

일부의 안정성을 확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감마선 조사 생약재의 효능

안정성은 한의학  고유의 효능 비교평가를 통하여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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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토 로 향후 감마선 조사생약재의 고유 효능의 안정성에 한 체계 인 연구결과를 얻는

다면 생약재의 생화 수단으로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Jung-Ah Yang, Sung-Ho Kim, Se-Ra Kim, Young-Beob Yu and Sung-Kee Jo, Stability in 

Effects of r-Irradiated Chinese Medicinal Prescriptions on Protection of Mice from Radiati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29(3), 506~51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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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방사선 조사 황기(Astragali Radix)에 하 기능성  화학  성분에 한안정성을 평가하

다. 기능성 평가시험에서 방사선조사 황기의 ethanol 추출물  ethyl acetate 분획물에 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4~28%  13~50%를 각각 보 으며 비조사 황기는 4~29%  

17~57%로서 거의 동등한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 다(p>0.05). 지질과 산화 억제시험에서 방사선 

조사 황기의 ethanol 추출물  ethyl acetate 분획물은 각각17~54%  50~84%의 억제활성을 

보 고 비조사 황기는 각각16~58%  52~86%를 나타냄으로써 지질과산화 억제활성도 방사선 

조사에 거의 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Comet assay를 이용한 DNA 방어

효과 시험에서 방사서 조사 황기의 ethanol 추출물  ethyl acetate 분획물은 24~55%  

49~58% 고 비조사 황기는 각각 20~46%  38~54%로써 거의 동등한 DNA의 산화  경감효

과를 보 다(p>0.05). 화학  성분에 한 안정성 평가시험인 HPLC 분석시험에서 방사선 조사

황기의 ethyl acetate 분획물은 비조사 황기의 ethyl acetate 분획물과 거의 등한 peak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화학  성분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황기에 한 본 연구의 결과와 이 의 유 독성학  안 성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부가 인 

실험이 동반된다면 실제 으로 생화를 한 방사선 조사품목의 하나로서 그 용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Ill-Yun Jeong, Stability of Functional Properties and Chemical Components of 

Gamma-Irradiated Astragali Radix, J. Korean Soc Food Sci Nutr. 34(2), 255~26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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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성  인식도

  1) FAO/IAEA/WHO가 각각 방사선조사식품이 1961년에 용된 이래로 오랜 동안 성공 인 

조 체제를 이끌어 왔다고 평가한 바 있다. 1980년, 방사선조사식품의건 성에 한 연합 원

회 (Joint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는 식품 방사선 조사에 

사용되는 선량을 10 kGy까지 증가하 을 때, 독성 험이 없었으며, 양학  미생물학 으로

도 문제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다고 강조하 다. 이 발표 이후로 평균 10 

kGy의 dose에서 조사된 식품의 안정성에 해서는 인정하는 분 기가 형성되었다. 방사선조사

식품의 상용화는 여 히 제한 이다. 우선 이에 한 소비자 수용도가 낮고, 유통업자들 역시 

방사선조사가 용된 제품의 유통이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등이 방사선조사

기술의 다양한 용사례의 확산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다. 소비자 조사를 해보면, 소비자

들이 주로 갖게 되는 우려는 다음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방사선조사식품의 발암성 여

부, 방사선조사 설비의 근로조건의 안정성 여부, 설비가 발생시킬 수 있을지 모르는 환경오염 

여부  방사능물질 수송에 따른 험성 여부이다. 식품에 방사선조사를 용할 경우 농약처리

나 식품첨가제의 사용을 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 히 

방사선조사기술이 실제 으로 어떠한 이 을 가져다  수 있는지에 해 불확실한 생각을 가

지고 있다. 건강과 환경에 높은 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면 일단 방사선조사기술의 사용을 

배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방사선조사 처리된 식품의 방사능 잔류여부를 손쉽게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련 산업에 한 신뢰를 다져나가기 쉽지 않다는 

도 소비자 수용성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방사선조사를 통해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이 가장 큰 장 이 될 수 있지만, 유통기한이 연장된다는 것은 신선함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반 으로 소비자들은 방사선조사기술의 이 을 이해하고

는 있다고 본다. 련 규제를 만드는 정부기 에서도 방사선조사 식품이 안 하다는 사실을 반

복해서 확인시켜 왔다. 부패  해충으로부터 식량손실을 일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로서 

방사선조사에 기 하는 바도 크다. 의 반 심리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이 보다 훨

씬 다양한 식품형태에 방사선조사를 허가해 주고 있는 있으며, 식품업체  식품 련 정부기

들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개발  확산에 해 낙 이라 할 수 있다 (Ronald Macfarlane. 

Integrating the consumer interest in food safety: the role of science and other factors. Food 

Policy. Volume 27, Issue 1, February 2002, Pages 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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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ood chain의 오염을 발생시키는 방사성 출사고 후, 인체에 해 방사능 험성을 이

고 방사능에 한 여론의 안정을 이끌어내기 한 여러 책이 실행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벨기에 국민 상으로 한 survey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방사능오염 우유 처리에 한 여

러 책에 해 소비자 수용도  소비자 행동에 한 분석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컴퓨터를 이

용한 개인 인터뷰방식이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 법  기  이상으로 오염된 경우에는 오염된 

우유의 폐기와 젖소에 한 청결한 사료투입이 되어야 한다고 나타났으며, 법  기  이하로 

오염된 경우에 있어서는, 폐기 보다는 그 로 사먹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조사에 응한 소비자들은 여 히 방사능오염에 해 주의 깊은 경향을 보 다. 만일 어떤 

지역의 food chain  어떤 단계에서 방사능오염이 발생되었다면, 이 곳의 식품은 구매하지 않

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 다. 결론 으로, 성공 인 응방안의 핵심은 소비자의 신뢰

구축으로 나타났다 (C. Turcanua, B. Carlé, F. Hardeman, G. Bombaerts, and K. Van Aeken. 

Food safety and acceptance of management options after radiological contaminations of the 

food chain Food Quality and Preference. Volume 18, Issue 8, December 2007, Pages 

1085-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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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에서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 용 건은 이미 1990년  에 허가된 사항이다. 이론

상으로는 다양한 목 으로 여러 종류의 농, 수, 축산 식품에 방사선조사가 가능 하지만, 실제로 

소비자 제품을 해서는 잘 사용되지 않는 기술이다. 국 식품가공업체  유통업체들이 느끼

는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인식은 매우 부정 이며, 새로 만들어진 European Directive on 

Food Irradiation 역시 이에 한 인식을 바꾸는데 큰 도움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John Woolston. Food irradiation in the UK and the European Directive.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Volume 57, Issues 3-6, March 2000, Pages 2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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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UKFood Irradiation Legislation

Table 2-2. UK Food Irradiation Legislation

Table 2-3. Pre- and Post-irradiation microbiological specification for black pepper

Table 2-4. Commercialisation in the UK      Table 2-5. EU Food Irradiation Directive

                                 

  4) 소비자들은  식품유통체제가 정말 안 한 식품을 제공 받을 수 있는 확실한 시스템

인지에 해 의문을 갖고 있다. 아직도 monosodium glutamate (MSG), 방사선조사기술, 잔존

농약문제  유 공학기술에 한 안정성에 해서 소비자, 정부, 산업체 마다 그들의 이해

계에 따라 입장이 상당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해 정부  산업체는 신기술 개발 

 실용화를 해 극 인 자세를 취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신기술 용

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인가에 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 기술이 내포하는 험

인자의 가능성에 해 긴장을 풀지 않고 있다. 각 나라들은 ‘우르과이라운드’ 실시 후, 코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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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식품표 규격으로 삼게 되었고, 철 히 과학 으로 입증된 식품규격만을 인정하고 있다. 

(Ronald Macfarlane. Integrating the consumer interest in food safety: the role of science and 

other factors. Food Policy, Volume 27, Issue 1, February 2002, Pages 65-80).

  5) 소비자들은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정성에 해 방사선조사 옹호자들과 과학자사이의 견해 

입장차이가 난무하는 가운데, 정확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실제로, 돼지고기에 

기생하는 선모충 살균을 해 방사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비자들에게 정  부정  정보

를 동시에 제공하 을 경우, 정  정보 보다는 부정  정보가 비과학 인 방식으로 제공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D. J. Hayes, J. A. Fox and J. 

F. Shogren. Experts and activists: how information affects the demand for food irradiation. 

Food Policy, Volume 27, Issue 2, April 2002, Pages 18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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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방사선조사에 의한 식품의 살균방식은 식 독 련 질병을 효과 으로 상당히 일 수 있

는 간편한 공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사선조사식품 섭취에 따른 인체의 안

정성문제를 철 히 조명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고, 지 도 국제기구  국가 간에 방사선조사

식품이 인체에 미치는 향에 해 많은 논란이 있다. 확실한 것은 재까지 연구결과 만으로

는 아직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정성을 구체 으로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 나라마다 방사

선조사식품에 한 기   련정책들을 제정하고 있는 이 시 에서,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국지  혹은 세계  험성  어떠한 러스요인의 가능성에 하여 구체 인 평가가 필요하

다고 하겠다 (Bradford C. Ashley, Patrick T. Birchfield, Blake V. Chamberlain, Russ S. 

Kotwal, Scott F. McClellan, Shannan Moynihan, Shamim B. Patni, Scott A. Salmon and 

William W. Au . Health concerns regarding consumption of irradiated food. International 

Journal of Hygiene and Environmental Health, Volume 207, Issue 6, 2004, Pages 49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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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식품방사선조사를 해서는 
60

Co  
137

Cs 같은 방사선 동 원소와 high energy electrons 

 X-rays에서 나오는 이온화방사선에 식품을 노출시키게 된다. 시료에 흡수된 방사선량에 따

라서 시료의 장안정성 증 , 유통기한 연장, 미생물  기생충에 한 안정성 확보와 같은 

여러 효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까지 방사선조사 식품을 매하는데 있어서 여러 장

애요인이 있다. 이 , 정치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입장과의 상충도 포함될 수 있다. 비슷한 

를 과거 우유제조공정에서 스퇴르 살균방식이 합한지에 한 논란에서 찾아볼 수 있다. 

(J. Farkas . Irradiation for better foods. Trends in Food Science & Technology, Volume 17, 

Issue 4, April 2006, Pages 148-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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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urkey에서 소비자 수용성과 방사선조사식품의 제품가격  방사선조사의 이 에 한 

교육의 연 성에 해 조사하 다. 방사선조사에 한 소비자의 이해도는 매우 낮았으며 

(29%), 부분 (80%)은 방사선조사식품의 안 성에 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응답자  

11%는 방사선조사식품이 안 하다고 응답하 으며, 방사선조사의 이 에 한 설명을 들은 

후, 바로 이에 한 정  태도가 62%로 상승되었다. 방사선조사식품의 구매의사는, 그 가격

이 비조사식품의 가격과 같았을 때 가장 높았다 (44%). 방사선조사식품이 시장에서 성공을 거

두기 해서는 소비자들에게 방사선조사에 한 이   안정성에 한 충분한 교육이 필수라

고 볼 수 있는 목이다 (Gurbuz Gunes and M. Deniz Tekin. Consumer awareness and 

acceptance of irradiated foods: Results of a survey conducted on Turkish consumers. LWT - 

Food Science and Technology, Volume 39, Issue 4, May 2006, Pages 44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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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일반 으로 소비자는 신기술을 받아들일 때 신기술 이면에 잠재될 수 있는 risk 가능성으

로 인해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참새우(prawn)에 해 소비자 453명을 상으로 호주의 4지역에

서 perceived risks, benefits, need, unnaturalness  safety of the technologies 같은 항목에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다 (D.N. Cox, G. Evans and H.J. Lease. The influence of 

information and beliefs about technology on the acceptance of novel food technologies: A 

conjoint study of farmed prawn concepts. Food Quality and Preference, Volume 18, Issue 5, 

July 2007, Pages 81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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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보다 안 한 식품을 보장받기 해서, 방사선조사 식품도 극  구매할 용의가 있는 쪽

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성향이 바 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소비성향의 변화를 가

져온 이유들에 하여 열거하고 있으며, 기본 인 소비성향과 함께, 이들이 어떻게 방사선조사 

식품을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식품소매업자, 식당운 자  식품제조

업자들은 오히려 아직도 방사선조사식품에 해서 소극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의식

을 바꾸기는 여 히 매우 어려워 보인다. 그 이유는 소비자 단체  정치집단의 입김이 그들의 

리사업에 부정  향을 미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 할 수 있다. (Hunter, C. 

Changing attitudes to irradiation throughout the food chain.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 2000 v.57 no.3/6 pp.239-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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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그간 30년 동안에 방사선조사 식품의 독성학 , 미생물학 , 양학  품질에 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WHO로 하여  방사선조사기술이 식품의 안정성 유지  개선을 한 한 

기술임을 인정하게끔 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는 식품 련 질병의 격한 증가 역시, 

방사선조사 기술의 실용화를 더욱 진하고 있다. 이  10~20년 동안 식품에 방사선조사를 실

행해온 국가들에 있어서, 방사선조사 반 자들이 갖는 우려를 뒷받침할 만한 어떤 문제도 발생

되지 않았지만, 여 히 이에 반 하는 정치  세력들이 식품방사선 조사기술의 실행에 방해가 

되고 있다 (Diehl, J.F. Will irradiation enhance or reduce food safety? Food policy. v.18 no.2, 

1993, pp.14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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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방사선조사식품의 안 성을 논할 때 벤젠, 포름알데히드  아민 보다 더 심을 끄는 

화합물은 C6 ~ C18 지방산에서 유도될 가능성이 있는 "Unique Radiolytic Products"라 부르는 

2-alkylcyclobutanones (2-ACBs)이다. 식이를 통해 섭취되는 2-ACBs는 부분 사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화합물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규명하기 해서는, 모든 식품을 상으로 이 화

합물과 련된 독성학  험성 평가가 이 져야 한다고 한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수용성을 개선시키기 해서 가장 요한 것은 소비자를 상 로 하는 방사선조사의 안정성 

련 교육이다. 가능한 한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불리한 정보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방사선조

사 식품에 한 소비자 수용성을 가로막는 장애는 무엇보다도 시 에서 소비자들이 쉽게 방사

선조사식품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소비자 수용성 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Minnesota 

Model"을 들 수 있다. 미국 미네소타 주는 Minnesota Department of Health, Minnesota Beef 

Research & Promotion Council  ground beef 생산업체들 간의 긴 한 조체제를 바탕으로 

소비자 상의 방사선조사식품의 안정성 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재, 부분의 미네소타 

주에서는 슈퍼마켓과 편의 에서 방사선조사 처리된 ground beef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방

사선처리방식이 식품 생을 완 히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식품 생 련 기술과 병

용하여 사용할 때 그 효과가 상승될 수 있다. 재 농산물에 용되고 있는 ‘식물 생 처리방

법(phytosanitary treatments)’이 상당히 각 받고 있다. 이를 통해 방사선조사를 통해서 식품의 

양이나 능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은 채, 식품의 생을 상당한 정도로 보장할 수 있기 때

문에 이는 지 까지 개발된 가장 효과 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방사선조사식품의 방사선조사

여부  조사량에 한 분석방법에 해 방사선조사식품에서 발생되는 자유라디칼  여기(勵

起) 상태의 자는 ESR spectroscopy luminescence 검출할 수 있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

법은 방사선조사에 의해 생성된 휘발성 화합물의 측정에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요 topic으로서 방사선조사에 의한 지방산화, 이취발생  변색과 같은 품질변화를 억제하기 

해서 첨가제  특별한 포장법을 각각 혹은 병용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 다 (Shuryo 

Nakaia, Book review, Food Research International Volume 40, Issue 7, August 2007, Pages 

947-948 C.H. Sommers and X. Fan, Editors, Food Irradi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Blackwell Publishing, 2006, ISBN 0813808820)

이상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체 으로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한약재  포장재 등에 방사선 

조사 시, 일부 안정성에 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체 으로는 재 사용하

는 방사선 조사선량으로 처리된 시료에서는 독성 험이 없었고, 양학 , 미생물학 으로도 

안정함을 알 수 있었다. 의 여 한 반 심리에도 불구하고, 식품  방사능 잔류여부를 손

쉽게 별할 수 있는 정확하고, 렴하며, 손쉬운 분석방법의 확보를 통해 련산업에 한 신

뢰를 확보하고, 방사선조사의 안정성 련 홍보강화 등을 통해 방사선조사 식품이 시장에서 성

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10 -

나. 방사선 조사 단체 식 식재료의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단체 식 식재료인 가공식품 6종 (육가공품 3종, 곡류가공품 1종, 두류가공품 1종, 비가열조

리식품 1종)과 향신료  그 가공식품 6종 (건조향신료 1종, 소스류 5종) 모두 12종에 50 kGy

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복귀돌연변이시험, 소핵유발시험, 염색체이상시험의 유 독성학  안

성을 평가하 다. 

분 류 시 료 Code 제조/ 매회사 비고

주재료

육가공품

스햄 A 동양 살균제품

비엔나 소시지 B    

닭고기 패티 C    

곡류가공품 햄버그식빵 D 명종합식품  

두류가공품 두부 E    

비가열조리식품 가공샐러드 G 세양 살균제품

부재료

건조향신료 고추가루 F    

소스류

머스타드소스 H 세양  

타르타르소스 I 태림  

칠리소스 J 삼조셀텍 살균제품

우리치킨버거소스 K 한국육가공 동조합  

양념치킨소스 L 동양  

(1) 단체 식 식재료의 복귀돌연변이원성

  유 자 돌연변이 유발성을 시험하기 해 50 kGy 감마선 조사  비조사 단체 식 식재료

를 시험물질로 사용하여 S. typhimurium TA 98, TA100, TA1535  TA1537에 한 복귀돌연변

이 집락수를 조사하 다. 

  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용 최고농도인 10 mg/plate

로 본시험을 수행하 다. 먼  S9 mixture를 가하지 않은 사활성 부재시 (-)의 경우, 50 kGy 

감마선조사 단체 식 식재료는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10 mg/plate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비조사(0 kGy) 식재료와 비교해서

도 통계 으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가한 상

태 (+)에서도 시험한 모든 검체는 각각의 시험 용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으

로 한다. 를 들어 본 실험에서 TA98의 양성 조물질로 사용한 2-AF  2-NF는 사활성계 

도입  부재시 각각 약 60배  45배 후의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여 강한 돌연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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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성을 나타낸 반면 시험물질로 사용한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는  시험 용농도에서 

비조사 조군과 유사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

는 유의할 만한 복귀돌연변이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돌연변이 유발성은 없는 것

으로 단된다. 본 시험법은 미국의 Ames 등이 개발한 시험법으로 속칭 에임즈 시험이라고 불

리고 있으며, 발암성 물질에 해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어 일본의 경우, 노동성의 노동안

생법 는 후생성․통산성의 화심법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 

(2) 단체 식 식재료의 염색체이상 유발능

  본 연구에서는 Chinese hamster lung (CHL) fibroblast 세포를 상으로 하여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평가하 다. 50 kGy 감마선 조사 단체 식 식재료에 

한 비독성시험을 수행한 결과 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용가능한 최고 농도인 10 mg/mL

를 시험 용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염색체 이상시험을 실시하 다. 즉 Chinese hamster lung 

(CHL) fibroblast 세포배양 후 염색분체 결손(ctg), 염색분체 단(ctb), 염색분체 교환(cte), 염색

체 결손(csg), 염색체 단(csb)  염색체 교환(cse)의 염색체 이상 유무를 측정하 다. 우선 

사활성 부재시 (-)의 시험에서, 용매 조군인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는 100개의 분열 

염색체에서 2개를 제외하고는 98개 모두 정상으로 음성이었으며, 기지의 염색체이상 유발물질

인 양성 조군 MMC (mitomycin C)는 69개만이 정상을 나타내 양성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나타내었다. 한편 10 mg/mL의 투여한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 12종류의 경우는 96개 

이상의 정상 염색체 수를 나타내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보이지 않았다. 사활성 존재시 (+)에

도 부재시와 마찬가지로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는 모두 5% 미만의 염색체이상 유발능

을 보 다. CHL세포의 경우 통상 자연발생의 염색체이상을 가진 세포 출 율은 3%를 과하

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5%미만의 염색체이상 평균 출 율을 음성으로 정한다. 따라서 고선

량 조사를 한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는 유의할 만한 염색체 이상을 나타내지 않는 것

으로 보아 염색체 이상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염색체 이상시험은 변이원 물질을 검색하기 한 수단으로 가장 먼  채택되는 시험법의 하

나로 보편 으로 in vitro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험법은 1970년   Schmid에 의하여 

제창되어 그 동안 많은 발 을 거듭하 으며 기존의 많은 화학물질에 하여 실시되어 기  

자료가 풍부하고 실험의 재 성도 인정받고 있는 시험법이다. 

  과거 염색체이상을 찰하기 해서는 설치류의 골수세포를 이용한 in vivo 세포유 학  시

험이 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시험법이 생체내 시험법보다 훨씬 감수

성이 높고 조작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정량  검색이 용이하다. 한 부분의 발암성 물질이 

본 시험에서 양성을 나타내며 에임즈 시험에서 검출되기 어려운 물질도 본 시험법으로 양성이 

되는 것으로 보아 에임즈 시험의 보충시험으로서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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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 식 식재료의 소핵 유발능

   소핵시험 결과,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는 소핵을 가진 망상 구의 출 율이 음성

조군과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즉,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 12종류를 시험

동물 kg당 5,000 mg의 범 로 경구투여 한 결과, 용매 조군(D.W.)은 1,000개의 다염성 구

(polychromatic erythrocyte, PCE)  소핵을 가진 다염성 구(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가 2.9 수 이었고,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는  용용량 범 에

서 3.1-4.0의 수 을 나타내 용매 조군에 비해 소핵발  빈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지 않았

다. 한편 양성 조물질로 사용한 mitomycin C는 소핵수가 히 증가한 49.5개의 소핵빈도를 

보임으로써 변이원성을 나타내어 본 시험이 합하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고선

량 조사를 한 50 kGy 조사 단체 식 식재료는 유의할 만한 소핵발 을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핵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생체 내 유 독성시험으로 설치류, 특히 마우스를 이용하는 소핵시험(micronucleus test)이 

제시되어 있다. 본 시험법은 골수세포의 염색체 이상을 찰하는 신 골수에서 생산되는 

구 에 출 되는 소핵을 찰하는 방법으로 유 독성의 좋은 지표이며, 돌연변이성 물질을 쉽

고 빨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핵은 polychromatic erythrocytes에서 찰

되는 과립 즉 Howell-Jolly body로 액학자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염색체 상해와 련되어 세

포핵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인 인 소핵유발은 감마선이나 fast neutron으

로 조사된 콩의 뿌리에서 찰되었으며 그 후 유 독성학  안 성을 검색하기 하여 설치류

의 골수에서 소핵형성 시험이 이용되기 시작하 다. 염색체의 형태변화(구조이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최 로 염색체 단이 일어나고 이것이 수복되지 않으면 동원체를 갖지 않는 염

색체 단편이 형성되고, 이 단편이 세포 분열시에 잔존하여 소핵을 형성한다. 따라서 소핵은 염

색체의 구조이상을 반 하고 있는 것이다. 한 세포의 분열장치에 한 장애가 원인이 되어 

염색체 1개내지 여러 개가 세포 분열 시에 잔존하게 되어도 소핵화한다는 에서 염색체의 수

이상까지도 검출할 수 있다. 결론 으로 본 시험법은 골수 의 분열 기상을 해석하는 염색

체이상시험과 함께 생체 내에서 염색체이상 유발물질을 검출하는 시험계로서 받아들일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실험에서 사용된 50 kGy 감마선조사 단체 식 식재료 12종

류 ( 스햄, 비엔나 소시지, 닭고기 패티, 햄버그식빵, 두부, 가공샐러드, 고춧가루, 머스타드

소스, 타르타르소스, 칠리소스, 치킨버거소스  양념치킨소스)는 표 인 in vitro 유 독성시

험인 Salmonella typhimurium 복귀돌연변이 시험  염색체이상시험에서 음성을 나타내었고, in 

vivo 유 독성시험인 소핵유발시험에서도 소핵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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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단체 식 안 리 체계 구축을 한 방사선 조사기술    

 용방안연구

  본 연구는 방사선 조사기술 용 식재료의 단체 식 용 시 조시 성  소비자 수용도 평가를 통해 

방사선 조사 식재료의 단체 식 용 실용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단체 식의 안 리체계 마련에 기본이 

되는 식재료의 생안 성을 평가하 다.

1. 국내 단체 식의 문제  분석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집계한 최근 10년간 식 독 발생 황을 보면 발생건수  환자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Table 3-1), 특히 발생 1건당 환자수가 200년 이후 부터는 50명이상으

로 증가되었는데, 이는 규모식 독이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함. 식품의약품에서 집계한 장소

별 식 독 발생 황(Table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기업과 같은 단체 식에서 발생된 식

독이 부분으로 단체 식의 생 리에 한 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2005년도에 단체 식소에서 발생한 식 독의 원인미생물을 보면 병원성 장균이 13건으로 

가장 많으며 환자수도 1,832명이었음. 그 외 발생빈도수가 높은 식 독 원인 미생물은 노로바

이러스,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로 나타났음. 최근 6년간의 식 독 원인식품은 육류  그 가

공품과 김밥, 도시락과 같은 복합조리식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어패류  그 가공품도 최

근 6년간 계속 으로 연간 400여명의 식 독 환자를 일으키고 있음.

국내 단체 식 시장규모는 약 1조 7천억원으로 격한 양정 성장을 이루었음. 이에 따라 단

체 식소마다 자체 인 생 리를 하고 있으나 계속 으로 규모 식 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생 리기술은 아직 외형 인 성장에 비해 수 에 못 미치는 실정임.

미국 FDA는 단체 식시설에서의 식 독 발생은 주로 부 한 냉각, 식  식품의 장기보

, 감염된 조리종사자, 부 한 재가열  부 한 보온 장과 연 됨을 지 , 1993년 Food 

Code에 HACCP에 기 한 리방식을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식업소를 포함한 모든 소매시설

(retail extablishment)에서 HACCP를 용할 것을 극 권고하 음. 한 1998년 4월에 “A 

HACCP Principles Guide for Operations of Food Establishments at the Retail Level(draft)”을 

발표하 음. 일본에서도 1996년 장 출 성 장균 O157 식 독 사건이 학교 식 등 량 조

리시설에서 잇달아 발생하자 생 리상 특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HACCP 개념에 

근거한 량조리시설 생 리메뉴얼”을 제정하여 단체 식에 한 생 리를 하고 있음. 국

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 청에서는 식 독 발생 방에 목 을 두고 단체 식에 HACCP를 용

하기 한 일환으로 2000년 상반기에 일부 문 탁 식업체를 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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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분석(Hazard Analysis)은 HACCP 시스템 도입에 있어 가장 요한 차로서 식에서

의 해분석은 식시설의 작업에 해서 독성물질, 병원성물질 는 다량의 세균을 함유한 잠

재 으로 해한 식품과 오염되기 쉬운 원부재료를 정하고 작업의 단계별로 찰하여 오염원 

 CCP를 찾아내며 가열공정에서도 생존 가능한 미생물에 한 잠재성을 결정하며 실온, 보온 

 냉장 장기간 동안 미생물의 성장 잠재력을 정하는 과정임. 유 등(2000)이 단체 식소에 

사용되는 볶음류 21종, 생채류 17종, 숙채류 7종, 조림류 8종, 찜류 6종, 튀김류 4종, 밥류 2종

의 총 65종의 조리된 음식과 이에 사용된 원부재료 즉, 농산물 원부재료 29종, 축산물 원부재

료 5종, 수산물 원부재료 5종, 가공식품 원부재료 8종  건어물 원부재료 4종 등 총 51종류의 

원부재료의 미생물학  해도를 분석하여 보고하 음. Table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볶음류, 

조림류, 찜류, 튀김류의 조리음식은 원부재료에 오염된 미생물이 조리과정 에 사멸하여 조리 

후에는 미생물 해도가 낮았음. 그러나 생채류, 숙채류의 조리음식은 원부재료에 오염된 미생

물이 조리 후에도 남아 있으며, 특히 조리시 사용된 양념, 그릇, 조리사의 손 등의 오염원으로 

재오염되어 미생물 해도가 더 높아지기도 하여 특별한 리가 필요함. 단체 식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미생물학  해도가 높은 재료는 깐 , 깐도라지, 깻잎, 콩나물 등의 농산물 재

료와 닭고기, 돈육 등의 축산물, 어묵, 오징어젓과 같은 가공식품, 쥐어채로 나타나 이들의 미

생물학  해도를 낮추기 한 리가 필수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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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국내 식 독 발생 황(1996-2006년)

연도 발생건수(건) 환자수(명) 환자수/건(명)

1996 81 2,797 34.5 

1997 94 2,942 31.3 

1998 119 4,577 38.5 

1999 174 7,764 44.6 

2000 104 7,269 69.9 

2001 93 6,406 68.9 

2002 78 2,980 38.2 

2003 135 7,909 58.6 

2004 165 10,388 63.0 

2005 109 5,711 52.4 

2006 259 10,833 41.8

(식품의약품 안 청 2007. 11)

Table 3-2. 섭취장소별 식 독 발생 황(2001-2006년)

연도

장소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계 93 6,406 78 2,980 135 7,909 165 10,388 109 5,711 259 10,833

가정집 5 90 7 117 7 81 7 44 9 111 15 119

음식 34 1,075 29 586 46 1,441 35 1,052 53 1,021 108 1,971

호텔․여 2 111 - - - - - - - - - -

집단 식소 41 4,792 16 1,392 67 6,130 72 7,738 30 3,751 93 8,073

학교 35 4,487 9 806 49 4,621 56 6,673 19 2,304 70 6,992

기업체등 5 209 7 586 18 1,509 15 1,026 11 1,447 23 1,081

기타 1 96 - - - - 1 39 - - - -

기타 9 290 26 885 15 257 39 1,206 13 729 33 515

불명 2 48 - - - - 12 348 4 99 10 155

(식품의약품 안 청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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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단체 식 메뉴별 미생물학  해도(유 등, 2000)

메뉴별 미생물 해도

볶음류

(21종)

ㆍ일반세균수: 10
1
~10

5 
CFU/g

ㆍ육류  수산물 등의 동물성 식재료 볶음류의 일반세균수가 식물성 재료로만 

조리를 한 메뉴보다 평균 으로 높음.

ㆍ일반세균수 107CFU/g 이상인 식물성 식재료: 양배추, 양 , 취나물, 깐 , 

, 당근, 콩나물, 깐양 , 깻잎, 깻잎순, 숙주시래기 ( 장균군수 역시 높게 나

타남).

ㆍ그러나 조리 후에 이러한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반

으로 볶음류 메뉴의 생상태는 양호하게 나타남.

생채류

(17종)

ㆍ일반세균수 106 CFU/g 이상인 메뉴: 무생채, 미역 무침, 오이생채, 미역맛살

냉채, 상추겉 이, 무도라지생채, 오이양 무침, 미나리무우생채

ㆍ특히, 무생채  미역맛살냉채는 10
5
CFU/g 이상의 장균군수를 보여 생상

태가 매우 불량함.

ㆍ가열조리과정이 없는 생채류의 경우 원부재료의 세균수가 조리 후에도 유

지되므로 생 리가 철 히 요망됨.

숙채류

(7종)

ㆍ일반세균수 106 CFU/g이상인 메뉴: 콩나물무침, 얼갈이나물, 근 나물

ㆍ얼갈이나물: 10
5
CFU/g 장균군 검출. 콩나물무침: 장균 검출

ㆍ콩나물 무침, 근 나물: 원부재료의 일반세균보다 조리된 음식에서 일반세균

이 더 많이 검출. 조리시 사용된 양념, 사용된 그릇, 조리사의 손 등 오염원으

로부터 재오염됨.

ㆍ조리과정에서 한번 뜨거운 물에 데친다 하더라도 미생물 수 어들지 않음.

조림류

(8종)

ㆍ쥐어채조림을 제외한 다른 조림류는 미생물학 으로 안 : 일반세균수  

장균군수가 상당히 낮았고 병원성 미생물도  검출되지 않음.

ㆍ쥐어채조림의 주재료인 쥐어채에는 일반세균수  장균수가 매우 높았고 

조리후에도 사멸되지 않고 그 로 남아있음.

찜류

(6종)

ㆍ일반세균수: 104 CFU/g 이하로 낮은 편, 장균군  장균: 검출 안됨.

ㆍ원부재료에 포함된 병원성 미생물은 조리 후에 완 히 사멸됨.

튀김류(4종)
ㆍ일반세균수: 104 CFU/g 이하로 낮은 편, 장균군  장균: 검출 안됨.

ㆍ원부재료에 포함된 병원성 미생물은 조리 후에 완 히 사멸됨.

밥류 (2종) ㆍ내열성 세균 검출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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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단체 식에 사용되는 원부재료의 미생물학  해도(유 등, 2000)

분류 미생물 해도

농산물

(29종)

･일반세균수 106CFU/g 이상 : 깐 , 깐도라지, 깻잎, 깻잎순, 미나리, 상추, 

숙주, 시 치, 시래기, 쑥갓, 양 , 얼갈이배추, 취나물, 콩나물

･ 장균군수 105CFU/g 이상 : 깐 , 깐도라지, 깻잎순, 상추, 숙주, 시 치, 

쑥갓, 양 , 얼갈이배추, 취나물, 콩나물

･ 장균 검출빈도: 감자1/8
*
, 깻잎순1/2, 당근4/20, 무1/12, 숙주3/3, 양 1/17, 콩

나물1/5

･모든 농산물 원부재료에서 E. coil O157  불검출

･Listeria monocytogenes : 콩나물 1/5
*
 검출

축산물

(5종)

･ 장균군수 105CFU/g 이상 : 닭2/5* 검출

･ 장균 : 모든 축산물에서 검출

･Listeria monocytogenes  : 닭 1/5
*
, 돈육 1/8 검출

･E. coil O157: H7   Salmonella spp.  : 불검출 

수산물

(5종)

･ 장균군수 : 10
2
～10

4
CFU/g

･ 장균, E. coil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Vibrio : 불검출

･ 생상태 매우 양호

가공식품

(8종)

･일반세균수 105CFU/g 이상 : 두부, 떡볶기떡

･ 장군균  : 어묵, 오징어젓 검출

･E. coil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 불검출

건어물

(4종)

･쥐어채를 제외한 다른 건어물의 생상태는 양호

･쥐어채 : 일반세균수 1.1☓107CFU/g, 장균군수 3.0☓105CFU/g

･ 장균군, E. coil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 불검출

* 
검출시료/총시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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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조리단계에서의 해요소(Hazards during cooking)

구분
해요소 리기 리방법

공정 메뉴명

조리

공정

#1

무치기/

버무리기

혼합

-조리종사자의 손에 의한  

 이차오염

- 생장갑의 사용  손  

 의 세척․소독

-조리종사자 교육/훈  

 련

-비 생 인 조리습 에   

 의한 미생물 오염

-맛보기 용기구 사용   

 등 생  조리

-조리종사자 교육/훈  

 련

-불결한 조리용기의 사용  

 에 의한 이차오염

-용기의 세척  소독 기  

 에 따라 실시

-육안 검사등 검으  

 로 확인

- 생 으로 청결하지 않  

 은 양념의 사용
-양념 보 ; 청결유지 - 생 인 보 리

조리

공정

#2

데치기/

무치기/

성형하기

-부 한 가열온도  시  

 간에 의한 미생물 잔존
-가열 온도/시간표에 따름

-가열온도․시간 검  

  기록

-조리종사자의 손에 의한  

 이차오염

- 생장갑의 사용  손  

 의 세척․소독

-조리종사자의 교육/  

 훈련

-비 생 인 조리습 에   

 의한 미생물 오염

-맛보기 용기구 사용   

 등 생  조리

-조리종사자 교육/훈  

 련

-불결한 조리용기의 사용  

 에 의한 이차오염

-용기의 세척  소독 기  

 에 따라 실시

-육안 검사등 검으  

 로 확인

- 생 으로 청결하지 않  

 은 양념의 사용
-양념 보 ; 청결유지 - 생 인 보 리

조리

공정

#3

볶기/

삶기/

끓이기/

기/

조리기/

굽기/

부치기/

튀기기/

데치기

-부 한 가열온도  시  

 간에 의한 미생물 잔존
-가열 온도/시간표에 따름

-가열온도․시간 검  

  기록

-조리종사자의 손에 의한  

 이차오염

- 생장갑의 사용  손  

 의 세척․소독

-조리종사자의 교육/  

 훈련

-비 생 인 조리습 에   

 의한 미생물 오염

-맛보기 용기구 사용   

 등 생  조리

-조리종사자 교육/훈  

 련

-불결한 조리용기의 사용  

 에 의한 이차오염

-용기의 세척  소독 기  

 에 따라 실시

-육안 검사 등 검으  

 로 확인

- 생 으로 청결하지 않  

 은 양념의 사용
-양념 보 ; 청결유지 - 생 인 보 리

(자료출처: 한국식품개발원 HACCP 홈페이지 http://haccp.kf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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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장 단계에서의 해요소(Hazards during storage)

구분 해요소 리기 리방법

장

온도별

냉장

장

-식재별의 분리 장 불량에  

 따른 교차오염

- 용용기 사용  내부구획  

 으로 분리 장

- 장소의 정기 인   

 정돈  검

-포장불량에 의한 이차오염 -양호한 포장상태 유지 -포장상태 확인

-냉장식품의 부 한 장  

 온도에 의한 미생물 증식
-냉장온도 10℃이하로 리 -온도 검  기록

-냉장식품의 장기 장에 의  

 한 변질, 부패

-선입선출 수  장기간  

 리

-납품 일시  시간 

표시 Tag 정검  처

리

-조리식품과 식재료의   

 에 의한 교차오염

-분리 장에 의한 식재료   

 리
-구획지정보

-불결한 장용기 는 불  

 결한 냉장고에 의한 오염

-냉장고  용기의 청결 유  

 지

-정기 인 세척  소  

 독 실시

냉동 

장

-식재별의 분리 장 불량에  

 따른 교차오염

- 용용기 사용  내부구획  

 으로 분리 장

- 장 의 정기 인   

 정돈  검

-포장불량에 의한 이차오염 -양호한 포장상태 유지 -포장상태 확인

-부 한 장온도에 의한  

 품질 하
-냉동온도 -18℃이하로 유지 -온도 검  기록

-냉동식품의 장기 장에 의  

 한 변질

-선입선출 수  장기간  

 확인 

-납품일시/시간표시 

Tag 검  처리

상온

장

-식재별의 분리 장 불량에  

 따른 교차오염

- 용용기 사용  내부구획  

 으로 분리 장

- 장소의 정기 인   

 정돈  검

-포장불량에 의한 이차오염 -양호한 포장상태 유지 -포장상태 확인

-유통기간 경과에 의한 미  

 생물 증식
-식재의 유통기한 리 -유통기간 확인

-보 창고의 불결한 생에  

 의한 이차오염
-보 창고의 청결유지

-보 창고의 정기 인  

 청소

-식재  비식재 사용혼동  

 에 의한 생사고
-식재  비식재의 분리 장

-식재  비식재의 구  

 분 구획

-해충  쥐에 한 제품   

 오염
-방충, 방서 리

-방충, 방서시설 설치  

  출입문 단속

(자료출처: 한국식품개발원 HACCP 홈페이지 http://haccp.kf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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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기술의 단체 식 용시 효과  개선  측

가. 재까지 단체 식 안 리 체계 구축을 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성을 평가한 국내의 

선행 연구 자료는 본연구진에 의해 수행된 몇몇의 결과가 있을 뿐이며, 국외논문으로는 Irene 

R Grant과 Margaret F Patterson의 구운 고기와 육즙의 냉장보   식 독 유발균인 리스테

리아와 살모넬라 구제에 한 감마선 조사와 열처리의 병행효과(Combined effect of gamma 

radiation and heating on the destruction of Listeria monocytogenes and Salmonella typhimurium 

in cook-chill roast beef and gravy. International J Food Microbiology 27 : 117-128, 1995), 

John N 등의 HACCP 시스템과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식 독 험 감소 효과 (Dietitians 

employed by health care facilities preferred a HACCP system over irradiation or chemical 

rinses for reducing risk of foodborne disease. J American Dietetic Assoc 98(8) : 885-888, 

1998) Molins RA 등은 비가열처리 식품의 CCP의 방사선조사로 인해 미생물학  안 성에 

한 연구 (Irradiation: a critical control point in ensuring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raw 

foods. Food Control 12 : 347-356, 2001)가 되어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변명우의 향신료의 

방사선조사 살균 (Korean J Food Sci Technol 17(4): 311-318, 1985), 이병우 등은 방사선 조사

한 향신료의 장  미생물 변화 (Korean J post-harvest Sci Technol Agri Products 2(1): 

203-207, 1995), 변명우 등은 감마선 조사가 돈육의 장성에 미치는 향 (Korean J 

Postharvest Sci Technol 6(1) : 13-22, 1999), 이주운 등은 감마선 조사가 돈육 등심의 이화학  

특성에 미치는 향 (Korean J Food Sci Technol 31(3) : 705-711, 1999), 강일  등은 감마선조

사에 의한 돈육의 생화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5) : 

1092-1098, 1999), 조경환 등은 꽁치과메기의 생  품질개선  장기간 연장을 한 감마선 

조사 (Korean J Food Sci Technol 32(5) : 1102-1106, 2000), 곽희진 등은 감마선조사 닭고기의 

미생물학   유 독성학  안 성 평가(Korean J Soc Food Cookery Sci 17(6) : 617-624, 

2001), 김동호 등은 감마선 조사 고추장의 미생물  일반품질 특성 변화(Korean J Food Sci 

Technol 33(1) : 72-77, 2001), 이은정, 양재승은 감마선 조사된 참깨, 들깨의 조사선량과 장기

간에 따른 free radical 농도의 변화(Korean J Food Sci Technol 34(3): 396-399, 2002), 이나  

등은 시  양념갈비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의 감마선 감수성  감마선 조사된 갈비의 능

 품질특성 (Korean J Food Sci Technol 36(1): 168-173, 2004), 노정은과 권 호는 방사선 조

사와 장기간에 따른 북어의 품질  thermoluminescence 특성 (Korean J Food Sci Technol 

36(5): 711-716, 2004),  김장호 등은 감마선조사에 의한 단체 식용 닭 가슴살의 품질 개선 

(Korean J Food Preserv 12(1) : 28-35, 2005), 이주운 등은 고선량 감마선 조사가 즉석 취식용 

양념 돼지 갈비 구이의 장성  지질산화에 미치는 향 (Korean J Food Sci Ani Resour 

26(4): 471-477, 2006) 등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본 연구진의 연구결과로는 방사선 조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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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의 이화학  특성(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Color, Pungency and Volatile 

Characteristics of Korean Red Pepper Powder. J. Food Sci  69(8) 585-592, 2004)과 방사선 고

춧가루로 담은 깍두기의 특성 (Effect of Gamma-irradiated red pepper powder on the chemical 

and volatile characteristics of Kakdugi, a Korean Traditional fermented Radish Kimchi J. Food Sci. 

70(7) 441-447, 2005)에 한 연구결과를 국외 SCI 학술지에 게재하 으며 국내 학술지에도 방

사선 조사된 건고리의 조리성 (방사선 조사 건고사리의 수화복원성, 색상  조직감 특성. 동

아시아식생활학회지, 15(1), 106-111. 2005 / 습열 조리 조건에 따른 방사선 조사 건고사리의 

연화도.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5(1) 104-108. 2006)에 한 연구 결과를 2편 투고하 으며 국

외 학술 회에 방사선 조사된 콩의 조리 성 개선  항 향인자 감소 (Combination of 

conventional cooking method and gamma irradiation effectively inactivates the trypsin 

inhibitor activity of soybean./ Combination of the conventional cooking method and gamma 

irradiation effectively inactivates the hemagglutinin activity of soybean. 2006 IFT Annual 

Meeting, Olando, USA 6/24-6/28)에 한 연구결과를 2편 발표하 으며, 국내 학술 회에서도 

방사선 조사식품의 특성에 한 연구결과를 40 여 편 발표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조리 성에 

한 연구의 폭을 넓혔다.

본 연구진은 ‘방사선 조사 식품류의 조리 성  단체 식 용’의 과제에서 식품의 종류별

(곡류  분류/고기ㆍ생선ㆍ계란ㆍ콩류/채소류  과일류/복합식품)로 방사선 조사시 미생

물학 ㆍ이화학 ㆍ 양학 ㆍ 능  품질 변화를 다각 으로 분석ㆍ연구하 으나 국내 단체

식 체계에 맞는 메뉴  식재료의 해도를 평가하고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 

용에 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나. 단체 식에서 식 독발생을 방하고 안 성을 확보하기 해 HACCP 제도를 도입하고 있

으며, HACCP을 단체 식에 용하기 하여 다양한 음식을 상으로 각 생산단계별로 온도

와 시간을 측정하고 미생물 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제안된 방법을 실

제 식소에서 용하여 조리된 음식이 미생물 으로 안 하다고 보증받기에는 많은 제한 이 

있으며, 재까지 연구된 많은 결과로부터 해요소를 통제하기 한 방법과 합리 인 통제수

단의 개발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효과 인 해요소 통제수단으로 미생물 인 안 성을 

보장하기 해 방사선 조사기술의 용이 효과 이며 성공 인 HACCP 제도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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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0년  반부터 안 성에 한 과학  결과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WHO/IAEA/FAO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보건당국(FDA 등)이 주도하여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  공 보건산물의 

장, 가공, 유통  생화 기술을 개발하고 실용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 캐나다, 

EU 등 선진국을 심으로 방사선 식품공학 연구개발과 련 산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02년 재  세계 으로 40개국에서 식품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52개국에

서 234기의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이 가동 에 있다.

라. 1990년에 안 한 식품의 비를 한 WHO의 황 률 (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감마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 육을 선택해야한다” 

라고 발표, 미국 정부의 식품질병 방정책에 따라 E. coli O157:H7  리스테리아 등 병원균을 

살균하기 하여 미국 내 생산되는 모든 냉장․냉동 육류에 감마선 조사할 수 있도록 허가하

고(1997년 12월 2일, FDA), 미농무성(USDA)에서 쇠고기와 같은 붉은색 육류에 잔존하는 미

생물을 박멸하기 해 방사선 조사를 승인하 다(’99. 12. 23, ’02. 2. 시행). 선진국들은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 (high-quality shelf-stable convenience foods)  즉석식품 (ready-to-eat/ready-to-cook 

foods)의 개발에 고선량의 방사선조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식품은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우

주비행사, 군인, 장기캠핑인 들을 해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남아 리카의 경우, 

shelf-stable meat product의 마 에 최소 45 kGy의 방사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음.   

마. 미국에서는 가장 안 하고 생 인 식품이 공 되어야하는 학교 식에 이미 방사선 조사

식품이 공 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  인식이 변하고 있으며 미농무성은 2002년말까지 미국내 

모든 학교 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그 가공품에 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승인하

으며 (2002년 10. 25) 2003년 5월부터 학교 식에 방사선 조사된 식육을 공 하고 있다.

바. 단체 식에서 미생물 오염도가 높아 해도가 높은 조리법에 한 검토결과, 생채류, 숙채

류이었다. 이들 조리법에 하여 CCP를 찾아내어 방사선조사기술을 용하면 해도를 낮추어 

효과 으로 식 독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 단체 식에 사용되는 원부재료 

 미생물 오염도가 높은 재료인 깐 , 깐도라지, 깻잎, 콩나물 등의 농산물 재료와 닭고기, 

돈육 등의 축산물, 어묵, 오징어젓과 같은 가공식품, 쥐어채 등에 하여 원부재료에 방사선조

사시 효과 으로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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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조사기술 용성 평가를 한 식재료 선정/평가 모델 설계

우리나라 단체 식에서 자주 사용되는 메뉴와 조리법  미생물학 으로 해도가 높은 묵, 샐

러드, 숙채와 생채류를 선정하여 방사선조사 기술 용 평가모델을 설계하 다 (Fig. 3-1, 3-2, 3-3, 

3-4).

가. 축산물  가공품 모델

   썰기 조작에서 도마에서 교차오염이 일어나기 쉬우므로 원재료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유통

시킨다.

원재료 : 축산물(쇠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가공품

원재료 축산물 소세지등가공품

CCP(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

구매․검수 검수(검수일지에 따라 실시)

처리 손질/썰기 썰기

조리  처리 양념에 재우기 부재료 썰기

조리 볶기, 구이등

보 냉장보

배식 배식

Fig. 3-1. 축산물  그 가공품의 방사선조사 기술 용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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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샐러드류의 모델

메뉴 : 샐러드류

원재료 채소류 과일류
가공품

류
감자류 마카로니 소스류

구매․검수 검수(검수일지에 따라 실시)

처리
다듬기

/씻기
씻기

껍질벗기기

/씻기
씻기

조리  

처리
썰기 썰기

조리

삶기/으깨기 삶기

버무리기

처리 방사선조사

보 냉장보

배식 배식

Fig. 3-2. 샐러드류의 방사선조사 기술 용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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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생채  숙채류의 모델

메뉴 : 생채  숙채류(나물, 무침)

원재료 채소류 양념류( ,마늘등)

구매․검수 검수(검수일지에 따라 실시)

처리
다듬기

/씻기
씻기

조리  처리 데치기/삶기 썰기

조리 버무리기

처리(CCP) 방사선조사

보 냉장보

배식 배식

Fig. 3-3. 생채  숙채류의 방사선조사 기술 용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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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양념류 모델

주재료는 가열조작을 하여 미생물의 오염도가 낮으나, 양념에 의해 오염되는 조리법일 경우 

양념에 방사선을 조사한 후에 원재료에 첨가한다. 특히, 주재료가 방사선조사에 민감한 재료인 

경우에 용한다.

메뉴: 생채류(나물, 무침)

원재료 채소류 양념류( ,마늘등)

구매․검수 검수(검수일지에 따라 실시)

처리
다듬기/

씻기
씻기

조리  처리 데치기/삶기 썰기

처리(CCP) 방사선조사

조리 버무리기

보 냉장보

배식 배식

Fig. 3-4. 양념류의 방사선조사 기술 용 평가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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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용 

   상기의 평가 모델에 근거하여 식재료를 묵, 콩나물과 시 치로 선정하여 평가하 다.

가. 연구내용  방법

(1) 방사선 조사된 시  도토리묵의 특성 평가

 (가)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도토리묵은 만나식품( 북 정읍)에서 2007년 6월 당일 아침에 제조한 비

포장 실온 장 매 도토리묵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Co-60 감마선 조사 시설(Point source, AECL, IR-79, Nordion Internatioanal Co. 

Ltd, Owatt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간당 5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0.5, 1, 2, 

3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다) 미생물 실험

   감마선 조사된 도토리묵을 4℃에서 장하면서 총 균수와 장균군 생육을 검사하 다. 묵 

10 g을 멸균수 90 mL에 넣고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France)에서 균질화(Speed 

8, 90 sec)시킨 후 희석하여 각각의 배지에 분주하여 생균수를 평  배양법으로 측정하 다. 총

균은 nutrient broth (Difco, Co., USA)와 agar powder(Samchun Chemical Co.)를 혼합하여 만

든 배지, 장균군은 EMB agar(Difco, Co., USA)배지를 사용하 다. 총균은 30℃, 장균군은 

37℃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 후 나타난 colony를 계수하 는데, 이때 장균군은 속성을 띠

는 흑녹색의 집락을 계수하 다. 미생물수는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

었다.

 (라) 색도

   도토리묵은 두께 1.5 cm, 가로 3 cm, 세로 3 cm로 잘라 패트리디쉬(50×12 mm)에 담아 색

차계(Digital color measuring/ difference calculation meter, Model ND-1001 DP, Nippon Den-

shoku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값(명도), a값( 색도), b값(황색도)  △E값(색차

지수)을 측정하 다. 이 때 표 색은 L값 97.11, a값 -0.22, b값 0.51, △E값 0.00인 calibration 

plate를 표 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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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조직감

   도토리묵의 조직감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두께 1.5 cm, 가로 3 cm, 세로 3 cm로 잘라 

Texture analyser(TA/XT2, Microstable Systems co., England)를 사용하여 probe를 2회 연속 으

로 을 때 얻어지는 힘-시간 곡선으로부터 경도, 씹힘성, 응집성  탄력성을 측정하 다. 이때 

probe는 직경이 25 mm인 compression plate이었고, force threshold는 5 g, pre-test speed, post-test 

speed  test speed는 5.0 mm/s로 통일하 으며, 압축시 변형율(strain)은 30%를 주어 측정한 

값을 측정하 다.

 (바) 능  특성

   도토리묵의 능  특성을 평가하기 해 묵에 심이 있고 특성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충남 학교 식품 양학과 학원생  10명을 패  요원으로 선발하여 7  평 법을 사용하여 

능 검사를 수행하 다. 도토리묵의 능  특성을 색, 들거리는 정도, 이취(조사취), 떫은 맛, 

탄력성, 경도, 한 정도  반 인 수용도를 평가하 다.

 (사) 통계 처리

   감마선 조사한 도토리묵의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로그램 에서 분산 분석(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Duncan의 다  범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 다

(2) 방사선 조사된 콩나물무침의 특성 평가

 (가) 콩나물 무침의 조리

   실험분석에 사용한 콩나물은 P제품으로  E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콩나물 100 

g을 깨끗이 씻어 스테인리스스틸 냄비에 넣고 물 700 g을 붓고 가스 인지의 센불에서 20분간 

끓인 후 볼에 담아 뜨거운 상태에서 소 , 다진 , 다진 마늘, 깨소 , 참기름을 넣고 잘 버무

렸다(Kye SH 등 1995).

 (나) 감마선 조사  장 

   콩나물 무침 50 g을 nylon film에 함기포장한 후 Co-60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watt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

간당 5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3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고, 4℃와 25℃에서 각각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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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생물학  특성

   콩나물 무침을 25℃에서는 7일 동안 장하면서 총균과 장균을 측정하 고, 4℃에서는 4

주 동안 장하면서 총균과 장균을 측정하 다. 시료는 nylon bag에 콩나물무침 10 g과 시

료 량의 9배 멸균수를 넣고 균질화한 후 시험액으로 사용하 다. 총균수는 Nutrient broth 

(Difco, USA)배지, 장균군은 EMB agar (Difco, USA)배지에서 배양하 다. 각각의 배지에 일

정수  희석한 시험액을 도말하여 30℃ 온도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생성된 집락을 계수하 다. 

미생물수는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으며 검출을 한 최소 계수 한

계는 101 CFU/g 이었다.

 (라) 조직감

   콩나물무침을 머리와 기의 두 부분으로 나 어 각각의 경도와 씹힘성의 변화를 Texture 

analyser(TA/XT2, Microstable Systems Co. England)를 이용하여 시료를 2회 연속 으로 침입

시켰을 때 얻어지는 force-time curve로부터 측정하 다. Texture analyser의 측정조건은 아래

와 같다.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Head Stem

Probe Φ25 mm Φ2 mm

Force threshold 1000.0 g 5.0 g

Contact area 490.62 mm2 3.14 mm2

Contact force 5.0 g 1.0 g

Pre test speed 5 mm/s 0.5 mm/s

Post test speed 5 mm/s 1.0 mm/s

Test speed 5 mm/s 1.0 mm/s

Strain 50 % 70%

Time 2.0 sec 2.0 sec

Trigger type Auto ＠ 100 g Auto ＠ 200 g

 (마) 색도 측정

   콩나물무침 10 g에 동량의 증류수를 붓고 blender로 곱게 마쇄하여 색차계(Digital color 

measuring/difference calculation meter, Model ND-1001 DP, Nippon Denshoku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값(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ness)을 측정하 다. 

 (바) 총 Phenol 함량 측정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상을 이용한 방법으

로 Folin-Denis법에 의해 측정한다. 시료추출액에 Folin-Denis 시약과 Na2CO3 포화용액을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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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DPPH 라디칼 소거능

   시료 0.3 g에 methanol 10 mL을 넣은 후 5분간 잘 교반한 후 3,000 rpm으로 4℃에서 10분

간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evaporator로 용매를 휘발하여 추출물만 얻었다. 추출물 50 

mg 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여 5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 다. 시료용액 50 μL에 1.5×10-4 mM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용액 150 μ

L을 가한 후 30분 후에 분 도계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래디컬 소

거능(%)을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래디컬 소거능에 한 검량선에서 래디컬 소거

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을 구하 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sDPPH - Abssample

 ×100
AbsDPPH

 (아) 능검사

   능검사는 식품 양학과 학원생과 학부생 24인의 패 에게 실험목 을 숙지시킨 후 차

이식별검사  삼 검사(triangle test)를 실시하 다. 동일한 두 개의 시료와 서로 다른 한 개

의 시료를 동시에 제시하여 패 요원에게 다른 시료를 선택하도록 지시한 후 우연히 맞힐 확

률이 1/3이라는데 근거하여 작성된 통계표에서 체 응답 수에 한 정답수를 비교하여 분석

하 다(김혜  등 2004).

 (자)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 으며, 데이터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

(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Duncan의 다 범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 다(Steel & Torrie, 1960).

(3) 방사선 조사된 시 치나물의 특성 평가

 (가) 시 치나물의 조리 

   본 실험에 사용한 시 치는  E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시 치 100 g을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소 을 넣고 살짝 데쳐 찬물에 헹궈 물기를 짠 후 다진 , 다진 마늘, 깨소 , 

참기름을 넣고 잘 버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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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감마선 조사

   시 치나물 50 g을 nylon film에 함기포장한 후 Co-60 감마선 조사 시설(Point source, 

AECL,IR-79, Nordion Internatioanal Co. Ltd, Owatt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시

간당 5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3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고, 4℃와 25℃에서 각각 

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다) 미생물학  특성

   시 치나물을 25℃에서는 5일 동안, 4℃에서는 4주 동안 장하면서 총균과 장균을 측정

하 다. 시료는 nylon bag에 시 치나물 10 g을 멸균수 90 mL에 넣고 Bag Mixer(Model 400, 

Interscience, France)에서 균질화시킨 후 희석하여 각각의 배지에 분주하여 생균수를 평 배양

법으로 측정하 다. 총균은 nutrient broth (Difco, Co., USA)배지, 장균은 EMB agar(Difco, 

Co., USA)배지를 사용하 다. 총균은 30℃, 장균군은 35℃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 후 나타

난 colony를 계수하 는데 이때 장균군은 속성을 띠는 흑녹색의 집락을 계수하 다. 미생

물수는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으며 검출을 한 최소 계수 한계는 

10
1 

CFU/g 이었다.

 (라) 색도

   시 치나물 10 g에 동량의 증류수를 붓고 blender로 곱게 마쇄하여 색차계(Digital color 

measuring/difference calculation meter, Model ND-1001 DP, Nippon Denshoku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값(lightness), g값(greenness), b값(yellowness)을 측정하 다. 

 (마) 조직감

   시 치나물의 경도와 씹힘성의 변화를 Texture analyser(TA/XT2, Microstable Systems Co. 

England)를 이용하여 시료를 2회 연속 으로 침입시켰을 때 얻어지는 force-time curve로부터 

측정하 다. Texture analyser의 측정조건은 아래와 같다.

Probe Φ 3 mm

Force threshold 20.0 g

Contact area 7.07 mm
2

Contact force 5.0 g

Pre test speed 5 mm/s

Post test speed 5 mm/s

Test speed 5 mm/s

Strain 70 %

Time 0.5 sec

Trigger type Auto ＠ 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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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총 Phenol 함량 측정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상을 이용한 방법으

로 Folin-Denis법에 의해 측정한다. 시료추출액에 Folin-Denis 시약과 Na2CO3 포화용액을 넣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사) DPPH 라디칼 소거능

   시료 0.3 g에 methanol 10 mL을 넣은 후 5분간 잘 교반한 후 3,000 rpm으로 4℃에서 10분

간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evaporator로 용매를 휘발하여 추출물만 얻었다. 추출물 50 

mg 당 1 mL methanol을 첨가하여 5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 다. 시료용액 50 μL에 1.5×10-4 mM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용액 150 μ

L을 가한 후 30분 후에 분 도계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래디컬 소

거능(%)을 다음의 식으로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래디컬 소거능에 한 검량선에서 래디컬 소거

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을 구하 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sDPPH - Abssample

 ×100
AbsDPPH

 (아) 능검사

   능검사는 식품 양학과 학원생과 학부생 24인의 패 에게 실험목 을 숙지시킨 후 차

이식별검사  삼 검사(triangle test)를 실시하 다. 동일한 두 개의 시료와 서로 다른 한 개

의 시료를 동시에 제시하여 패 요원에게 다른 시료를 선택하도록 지시한 후 우연히 맞힐 확

률이 1/3이라는데 근거하여 작성된 통계표에서 체 응답 수에 한 정답수를 비교하여 분석

하 다(김혜  등 2004).

 (자)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 으며, 데이터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

(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는 경우에 Duncan의 다 범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 다(Steel & Torrie, 1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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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  고찰

(1) 방사선 조사된 시  도토리묵의 특성 평가

 (가) 미생물학  특성

감마선 조사된 시  도토리묵을 4℃에서 장하면서 측정한 총균수와 장균군은 Table 7과 

같다. 도토리묵의 장  총균수는 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 으며, 조구에 비해 감마

선 조사구가 낮았다. 조구의 경우, 장 0일째에 총균수는 4.03 log CFU/g이었으며, 10일째에는 7.06 

log CFU/g으로 균이 많이 증식되었다. 0.5 kGy 조사구는 0일째에 4.01 log CFU/g, 10일째에 5.03 

log CFU/g을 나타내었으나, 1, 2 kGy 조사구는 10일째에 각각 3.96, 2.78 log CFU/g을 나타내었고, 

3 kGy 조사구는 10일째까지도 균이 검출되지 않아 선량이 증가할수록 균의 성장도 억제되었

다. 한편, 장균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2006)의 시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충 ․ 되지 않은 도토리묵 제품에서 장균군이 7.7×10
1
부터 3.0×10

5
까지 검출되었

으나,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  비포장 실온 장 매 도토리묵 제품에서는 불검출되었다. 따

라서 도토리묵의 장성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1 kGy 이상의 선량이 효과 이라 여겨졌으며, 

이러한 감마선 조사의 미생물학  안정성은 여러 식품의 장성 실험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Byun & Lee 2003, Byun & Yook 2003). 행 우리나라의 식품공 (2007)에 의하면 묵의 

권장 유통기한은 4～10월에는 24시간, 11～3월에는 48시간, 냉장(0～10℃)시에는 3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균수에 한 기 은 장균군에 해 충 ․  제품에 한해 음성으로 규정하고 있

다. Kim & Lee(1992)는 두부 의 총 세균수가 10
7
 CFU/g 이상일 때 기 부패로 간주하 으

며, Wu &  Salunkhe(1977)는 두부의 장 기간을 총 세균수가 10
8
 CFU/ mL 이하일 때로 설

정하 다. 따라서 도토리묵의 세균수 기 을 두부와 같은 조건인 1×10
7
 CFU/g을 기 으로 하

여 살펴보면, 조구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한 도토리묵은 어도 3일 이상 장성이 연장되리

라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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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otal bacteria and Escherichia coli (log CFU/g) on 

acorn starch gels of during storage at 4℃

Storage time

(days)

Irradiation dose (kGy)

0 0.5 1 2 3

Total

bacteria

0 4.03 4.01 3.00 N.D.
1)

N.D.

1 4.36 4.09 3.03 N.D. N.D.

3 4.75 4.31 3.31 N.D. N.D.

5 5.50 4.68 3.51 2.30 N.D.

10 7.06 5.03 3.96 2.78 N.D.

E. coli

0 N.D. N.D. N.D. N.D. N.D.

1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1) N.D. :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2 CFU/g.

 (나) 색도

묵의 장  색상 변화는 Fig. 5와 같이, L값은 조구와 조사구 모두 장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약간씩 증가하 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L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며, 각 선

량별로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a값은 모든 실험구간에서 장  약간 감소하 고 육

안으로도 붉은 색이 연해진 것을 찰할 수 있었다. b값은 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약간 증

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0～10 

kGy)한 도토리에서 추출한 분의 색차를 측정한 연구 결과(Kwon et al 2002)에서는 조사선량

에 따라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도토리묵 자체에 조사하 을 

때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 135 -

Fig. 3-5. Hunter color of gamma-irradiated acorn starch gels of during storage at 4℃.

● Control, □ 0.5kGy, ■ 1kGy, ▲ 2kGy, × 3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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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Hunter color of gamma-irradiated acorn starch gels of during storage at 4℃

　 Storage 

time 

(days)

0kGy 0.5kGy 1kGy 2kGy 3kGy

L-value

0 b34.19±0.02C d33.97±0.05C c34.08±0.04C e33.79±0.04D a34.92±0.04C

1
d
33.84±0.04

D e
33.69±0.03

D c
34.03±0.04

C b
34.15±0.05

C a
34.22±0.04

D

3
b
35.58±0.02

B e
35.10±0.05

B a
35.76±0.03

B d
35.23±0.04

B c
35.43±0.05

B

5 e36.33±0.03A c36.69±0.07A b36.94±0.02A d36.40±0.03A a37.58±0.03A

a-value

0
ab
4.23±0.04

A a
4.29±0.11

A b
4.17±0.05

A b
4.19±0.05

A b
4.17±0.05

A

1
ab
4.17±0.02

A a
4.25±0.13

A ab
4.17±0.02

A b
4.13±0.01

A b
4.08±0.08

A

3 a3.97±0.05B a3.98±0.07B a3.88±0.08B a3.96±0.05B a3.97±0.05B

5
a
3.88±0.07

C a
3.82±0.04

C b
3.69±0.02

C b
3.71±0.06

C a
3.82±0.08

C

b-value

0
c
11.67±0.03

B b
11.79±0.03

B b
11.82±0.01

B c
11.64±0.04

B a
12.08±0.03

B

1 d11.55±0.03C c11.78±0.03B b11.85±0.04AB b11.87±0.03A a11.94±0.02C

3
ab
11.65±0.04

B c
11.49±0.04

C a
11.68±0.02

C a
11.66±0.03

B b
11.60±0.03

D

5
c
11.79±0.03

A b
11.87±0.05

A b
11.87±0.01

A d
11.63±0.01

B a
12.18±0.03

A

a-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다) 조직감

압착시험에서 얻어진 TPA 특성치의 값을 장일별로 보면 Table 9와 같다. Texture 

parameter의 크기는 압착율, 압착온도, 시료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달라지며 특히, ma-

crostructure의 괴 여부에 따라 크게 변화된다(Yoon & Son 1988)고 하 다. Kwon et al(2002)

에 의하면 물성은 1 kGy 선량 이하에서는 변화가 크지 않았으나, 3 kGy 이상 조사구에서는 변화가 

컸다고 보고하 다. Sokhey & Hanna(1993)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free radical이 분 분

자 내부의 수소결합을 분리하여 분의 chain의 변형과 단을 일으켜 분자 크기를 감소시킨

다고 하 으며,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탄수화물의 free radical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Fig. 6

에서 경도의 경우, 조구 도토리묵에 비하여 선량이 증가할수록 경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즉, 

조구는 0일째 469.5 g이었으며, 조사구는 0.5, 1, 2, 3 kGy의 경우 각각 392.9 g, 341.7 g, 306.6 

g, 336.4 g으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장 3일째에 조구의 경도는 637.0 g으로 

증가하여 도토리묵의 질감이 단단해졌으나, 2 kGy와 3 kGy는 각각 463.8 g, 420.5 g으로 0일째 

조구와 비슷한 질감을 유지하여 장 3일째까지도 도토리묵의 질감이 유지되었다. 응집성은 

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 으나, 장 3일 이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한,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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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사시 조사선량 2 kGy까지는 방사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응집성이 감소하 다가 3 

kGy에서는 증가하 다. 탄력성과 복원력은 응집성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Kwon et al(2002)의 결과와 유사하 다. 즉, 1 kGy 선량 이하에서는 물성 변화가 크지 않았으

나, 3 kGy 이상 조사구에서는 물성의 변화가 래되었다.

Fig. 3-6. Hardness of gamma-irradiated acorn starch gels of during storage at 4℃.

a-d
 Different letters on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9. Texture of gamma-irradiated acorn starch gels of during storage at 4℃

　
Storage time

(days)

Irradiation dose (kGy)

0 0.5 1 2 3

Cohesiveness

0
a0.833±0.009B b0.779±0.013C b0.787±0.019B b0.785±0.015D a0.813±0.012B

1 ab0.822±0.014B ab0.832±0.009B b0.810±0.021B a0.842±0.015C a0.843±0.023B

3 a0.908±0.009A a0.901±0.006A a0.893±0.025A a0.905±0.011B a0.919±0.020A

5 a0.893±0.038A a0.899±0.018A a0.903±0.041A a0.931±0.012A a0.924±0.030A

Resilience

0
b0.559±0.020BC a0.608±0.019A b0.547±0.014B b0.560±0.021B a0.595±0.010B

1 b0.528±0.015C ab0.573±0.017A a0.603±0.063AB ab0.560±0.007B ab0.560±0.023B

3 a0.610±0.033A a0.607±0.020A a0.580±0.034AB a0.604±0.012A a0.605±0.040AB

5 b0.572±0.032AB ab0.598±0.027A a0.636±0.033A a0.633±0.029A a0.647±0.037A

Springiness

0
ab0.891±0.025BC a0.913±0.012BC c0.846±0.014C ab0.893±0.019B bc0.871±0.011C

1 b0.864±0.019C ab0.892±0.016C a0.904±0.023B ab0.881±0.024B a0.904±0.027B

3 ab0.909±0.028B a0.933±0.017AB b0.883±0.029B a0.929±0.011A a0.926±0.014AB

5 a0.986±0.023A b0.941±0.020A b0.948±0.019A b0.936±0.017A b0.948±0.005A

a-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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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능  특성

도토리묵의 능  특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10에 나타내었으며, 도토리묵의 반 인 

수용도는 조사선량 1 kGy까지는 조구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강도 특성에서 색, 탄력성, 

함에 있어서는 비조사구와 조사구 모두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들거리는 정도는 선량

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취(조사취)는 2 kGy까지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

며, 떫은 맛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1 kGy 이상에서 유의 인 차이

를 나타내었다. 경도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1 kGy까지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Kwon et al(2002)은 3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도토리 분의 이화

학  특성과 가공 성에 유의 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보고하 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묵의 

질감 변화가 으면서 능  특성에도 향을 게 주지 않는 조사선량은 1 kGy까지가 

하다고 사료된다.

Table 3-10. Sensory characteristics of gamma-irradiated acorn starch gels

　 Irradiation dose(kGy)

　 0 0.5 1 2 3

Color 5.8±0.4
a

5.8±0.4
a

5.6±0.5
a

5.6±0.5
a

5.6±0.5
a

Off-flavor 1.2±0.4b 1.4±0.5b 1.6±0.5b 1.6±0.5b 2.2±0.4a

Wavingly 5.6±0.5c 5.6±0.5c 6.0±0.7bc 6.4±0.5ab 6.6±0.5a

Astringency 3.6±0.5
a

3.2±0.4
ab

2.8±0.4
bc

2.6±0.5
c

2.4±0.5
c

Springiness 6.6±0.5
a

6.5±0.5
a

6.4±0.5
a

6.0±0.8
a

6.2±0.6
a

Hardness 6.6±0.5
a

6.4±0.5
a

6.2±0.8
ab

5.8±0.4
bc

5.6±0.5
c

Moisture 5.7±0.7
a

5.8±0.8
a

5.9±0.9
a

6.2±0.8
a

6.4±0.5
a

Overall acceptability 6.6±0.5a 6.2±0.6ab 6.1±0.7abc 5.9±0.3bc 5.6±0.5c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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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된 콩나물무침의 특성 평가

 (가) 미생물학  특성

방사선 조사된 콩나물무침을 4℃ 는 25℃의 온도에서 각각 장하면서 측정한 총균  

장균군수는 Table 3-11  3-12 와 같다. 장균군은 온  고온 장 시에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총균수는 장온도 4℃에서는 조리 직후 비조사구는 3.0 log CFU/g을 나타내었고, 방

사선조사 2 kGy 처리구에서는 2.0 log CFU/g, 3 kGy 처리구에서는 총균수가 검출한계 이하로 

사멸되었다(p<0.05). 비조사구는 장 1주에 4.5 log CFU/g, 장 3주에 8.5 log CFU/g으로 총

균수가 격히 증가하여 부패정도에 해당하는 균수를 나타내었다. 반면, 방사선조사 2 kGy 처

리구는 장 3주에 3.8 log CFU/g, 장 4주에 5.5 log CFU/g으로 완만히 증가하 으며, 3 

kGy 처리구는 장 2주에 2.9 log CFU/g, 장 4주에 3.4 log CFU/g로 비조사구의 조리 직후

와 유사한 균수를 나타내었다(p<0.05). 장온도 25℃에서는 조리 직후 비조사구의 총균수는 

3.0 log CFU/g을 나타내었고, 방사선조사 3 kGy 처리구는 총균수가 검출한계 이하로 사멸되

었다(p<0.05). 비조사구는 장 3일 만에 총균수가 7.8 log CFU/g으로 격하게 증가하여 부패

에 해당하는 균수를 나타내었다. 방사선조사 3 kGy 처리구에서는 장 1일 후에 5.0 log 

CFU/g으로 격히 증가하 고 장 5일후에 7.0 log CFU/g으로 증가하여 25℃의 고온 장

시에도 5일까지 장이 가능하 다. 방사선 조사한 죽을 25℃에 장한 경우에도 비조사구는 

장 1일 만에 총균수가 7.4 log CFU/g으로 증가하는 등 부패 상을 나타냈고, 방사선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총균수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Yang YH 등 2007),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

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콩나물무침의 미생물학  안 성을 확보하기 해

서는 3 kGy 이하의 선량의 조사로도 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3-11. Total microbial and E. coli profiles (log CFU/g)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during storage at 4℃

　
Storage time(weeks)

0 1 2 4

4℃

Total 

microbe

0 kGy 3.0 6.7 8.3 8.6

2 kGy 2.0 2.4 3.8 5.5

3 kGy N.D.1) 2.1 2.9 3.4

E. coli

0 kGy N.D. N.D. N.D. N.D.

2 kGy N.D. N.D. N.D. N.D.

3 kGy N.D. N.D. N.D. N.D.

N.D.
1)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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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Total microbial and E. coli profiles (log CFU/g)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during storage at 25℃

　
Storage time(days)

0 1 3 5 7

25℃

Total 

microbe

0kGy 3.0 6.7 7.8 8.2 8.3

3kGy N.D.1) 5.0 6.4 7.0 7.6

E. coli
0kGy N.D. N.D. N.D. N.D. N.D.

3kGy N.D. N.D. N.D. N.D. N.D.

N.D.
1)

 : Not detected

 (나) 색도

방사선 조사된 콩나물 무침의 색상을 Hunter's color system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3-17 

 3-18과 같다. 콩나물무침의 명도(L값)는 조리 직후 비조사구가 71.11, 방사선조사 2 kGy 처

리구에서 70.57, 3 kGy 처리구에서 67.99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p<0.05). 장온

도 4℃에서 장하는 동안 장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명도는 감소하 으며, 한, 방사선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p<0.05).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조리 직후 비조사구가 -0.55, 

방사선조사 2 kGy 처리구가 0.49, 3 kGy 처리구가 0.38로 방사선조사 처리구에서 높은 값을 

보 다(p<0.05). 장 4주까지 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유의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0.05).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조리 직후 비조사구가 26.68, 방사선조사 2 kGy 처리구에서 

22.25, 3 kGy 처리구에서 20.84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p<0.05). 

이 같은 결과는 건고사리에 방사선 조사 시와 유사한 결과(Seung TH 등 2005)를 보 다. 25℃

에서 장한 콩나물무침의 명도(L값)는 장 0일에서 비조사구가 71.11, 방사선조사 3 kGy 처

리구에서 67.99로 비조사구에서 낮은 값을 보 다(p<0.05).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장 0일

에서 비조사구가 -0.55, 방사선조사 처리구가 0.38로 비조사구에서 낮게 나타났다(p<0.05). 황색

도를 나타내는 b값에서는 비조사구가 26.68, 방사선조사 처리구가 20.84로 비조사구에서 높은 

값을 보 다(p<0.05). 4℃와 25℃에서 모두 명도(L)에서는 비조사구가 방사선조사 처리구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색도(a)값에서는 비조사구보다 방사선조사 처리구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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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7. Hunter color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during storage at 

4℃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time(weeks)　

0 1 2 4

L-value

0 kGy
a
71.11±0.30

A a
70.76±0.12

A a
69.41±0.09

AB a
68.51±0.14

B

2 kGy
a
70.57±0.33

A a
69.62±0.23

A ab
67.23±0.68

B a
69.95±0.26

A

3 kGy b67.99±0.28A b65.75±0.23B b65.02±0.33B b65.51±0.56B

a-value

0 kGy b-0.55±0.16D b0.63±0.14B b-0.22±0.23C c1.28±0.16A

2 kGy
a
0.49±0.03

C a
1.46±0.14

B a
1.33±0.39

B b
2.16±0.06

A

3 kGy
a
0.38±0.25

C a
1.36±0.04

B a
1.31±0.13

B a
2.60±0.06

A

b-value

0 kGy
a
26.68±0.12

A a
21.09±0.22

B a
19.63±0.06

C a
20.83±0.27

B

2 kGy
b
22.25±0.13

A b
18.10±0.12

D b
18.67±0.34

C b
19.61±0.29

B

3 kGy ab20.84±0.35A b17.88±0.10D b18.69±0.17C b19.25±0.30B

a-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18. Hunter color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during storage at 

25℃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time(days)

0 1 3 5 7

L-value
0 kGy

a
71.11±0.30

A b
60.11±0.19

B d
54.41±0.06

B c
57.59±0.07

B b
60.52±0.20

B

3 kGy
a
67.99±0.28

B ab
67.77±0.16

A b
67.25±0.40

A b
67.23±0.53

A a
67.91±0.06

A

a-value
0 kGy

d
-0.55±0.16

B b
-0.17±0.13

B a
0.41±0.10

B b
-0.16±0.01

B c
-0.47±0.06

B

3 kGy
c
0.38±0.25

A d
-0.14±0.15

A a
2.28±0.13

A b
1.31±0.13

A b
1.02±0.29

A

b-value
0 kGy

a
26.68±0.12

A b
23.16±0.33

A b
22.13±0.09

A c
20.03±0.13

A d
21.73±0.02

A

3 kGy
a
20.84±0.35

B c
18.69±0.17

B c
18.66±0.12

B d
18.41±0.04

B b
19.28±0.01

B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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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직감

방사선 조사한 콩나물무침의 조직감 특성을 Texture analyzer를 이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측정하여 Table 3-13～3-16에 나타내었다. 조리 직후 콩나물무침의 머리  

기부분의 경도(hardness)는 비조사구와 방사선조사 선량 2  3 kGy 처리구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조사선량 3 kGy까지는 조구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장

온도 4℃에서 장하는 동안 콩나물무침 머리부분의 조구는 장 3주 후에 경도가 유의 으

로 감소하 는데, 방사선 조사구에서도 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장 3주 후에 감소

하 다. 씹힘성(chewiness)은 조리 직후 콩나물무침의 머리  기부분의 씹힘성이 비조사구

와 방사선조사 선량 2  3 kGy 처리구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조사선량 3 kGy까

지는 조구와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장온도 4℃에서 장하는 동안 콩나물무침 

머리부분의 조구는 장 1주에서 4주까지 씹힘성이 유의 으로 감소하 는데(p<0.05), 방사

선조사구에서도 비조사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장 1주에서 4주까지 감소하 다. Seung 

TH 등(2005)은 건고사리에 방사선 조사하 을 때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씹힘성에서는 조사선량

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p<0.05)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장온도 25℃에서도 비조사구의 조리 직후 콩나물무침의 머리  기부분의 경도는 장 

5일까지 비조사구와 방사선조사 처리구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씹힘성에서는 콩나물무침

의 머리  기부분 모두에서 비조사구에 비해 방사선조사군이 유의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p<0.05). 한, 콩나물무침 머리부분이 비조사구와 방사선조사구에서 장일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로부터 방사선 조사

선량 3 kGy까지는 콩나물무침의 경도와 씹힘성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13. Changes in hardness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head and 

stem) during  storage at 4℃

Storage 

time

(weeks)

Head Stem

0 kGy 2 kGy 3 kGy 0 kGy 2 kGy 3 kGy

0
a8382.0A±1164.3 a7815.6A±969.8 a7721.8A±642.8 a251.5A±31.0 a236.0B±45.4 a218.7B±35.1

1 a8213.9A±709.0 a8025.4A±959.5 a6782.4A±930.0 b165.8B±19.9 ab171.9AB±39.5 a225.2B±35.3

2 a5048.5B±1078.4 a5323.6B±1070.4 a5483.7B±963.2 a 268.5A±41.7 a250.3B±48.6 a256.8B±14.8

4
a5221.1B±1037.3 a5406.8B±670.9 a5362.0B±1045.8 b272.7A±31.3 a467.8A±144.0 a446.3A±107.3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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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4. Changes in chewiness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 head 

and stem) storage at 4℃

Storage time

(weeks)

Head Stem

0 kGy 2 kGy 3 kGy 0 kGy 2 kGy 3 kGy

0
a4367.4A±1212.4 a4009.0A±720.7 a3737.2B±407.7 a18.7A±5.6 a21.8A±7.8 a12.2A±5.9

1 a4461.5A±778.3 a4809.6A±702.2 a4473.1A±261.6 a13.1A±4.6 a14.7A±4.7 a18.9A±41.6

2
a4066.7A±1221.1 a4584.5A±380.9 a3123.0C±322.2 a23.3B±5.4 a20.3B±11.1 a24.1B±10.4

4
a3070.6B±1093.4 a2791.0B±479.0 a2574.3C±389.1 a16.7A±5.1 a14.1A±23.1 a17.4A±20.3

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15. Changes in hardness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head and 

stem) storage at 25℃

Storage time

(days) 

Head Stem

0 kGy 3 kGy 0 kGy 3 kGy

0 a8382.0±1164.3A b7721.8±642.8A a251.5±31.0A a218.7±35.1A

2 a7720.4±1050.3A a7772.4±575.2A a268.0±19.4A a270.4±75.0A

5
a
7475.7±1092.1

A b
6712.3±56.1

A a
243.6±26.8

A a
242.4±49.3

A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16. Changes in chewiness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head and 

stem) storage at 25℃

Storage time

(days)

Head Stem

0 kGy 3 kGy 0 kGy 3 kGy

0 a
4367.4±1212.4

A b
3737.2±407.7

A a
18.7±5.6

A b
12.2±4.9

A

2 a4287.1±835.0A b3796.0±725.2A b18.9±9.5A a20.8±6.5A

5 a
4024.8±851.9

A b
333.6±480.5

A a
26.5±8.9

A  b
18.6±10.8

A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 144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라) 총 Phenol함량 

콩나물 무침의 총 phenol 함량(μg/mL)은 Fig. 3-7에 나타낸바와 같이, 비조사구(0 kGy)는 

1.52 μg/mL, 방사선조사 1, 2, 3  5 kGy 처리구는 각각 1.73, 1.70, 1.61  1.78 μg/mL로 비

조사구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Lee HJ 등 1996)의 감마선 조사 직후 두

의 추출성 phenols 함량이 비조사군에 비해 감마선 조사군은 조사선량의 증가와 더불어 다소

의 감소 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 장 2주까지는 방사

선 조사선량 5 kGy까지는 조구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장 4주에는 5 kGy에서 

유의 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5).

Fig 3-7. Changes in total phenol content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during storage at 4℃.

 (마) DPPH 라디칼 소거능

콩나물 무침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IC50값 (DPPH 라디칼을 50% 소거시키는데 필요한 

농도)을 Fig. 8에 나타내었다. 비조사구의 IC50값은 3.307 mg/mL 이었으며, 방사선조사 1, 2, 3 

 5 kGy 처리구는 각각 3.139, 3.599, 3.670  3.490mg/mL로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구의 DPPH 라디칼 소거능IC50값이 증가하여 항산화능은 감소하

는데 이 같은 경향은 방사선조사구의 경우에도 유사하 다. 방사선 조사선량별로 보았을 때, 

장 2주에는 조사선량 1 kGy와 2 kGy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비조사구에 비하여는 항

산화능이 감소하 다. 한, 조사선량 3 kGy와 5 kGy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비조사구

에 비하여는 항산화능이 히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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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hanges in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s during storage at 4℃.

 (바) 능  특성

방사선 조사된 콩나물무침(3 kGy)과 비조사 콩나물무침에 하여 반 인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하여 3  검사를 수행한 결과를 Table 3-19～3-27 에 나타내었다. 총 24명의 패  

 12명만이 비조사구와 방사선조사 3 kGy 처리구를 구별하여 비조사구와 방사선조사 3 kGy 

처리구는 유의 으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능검사 결과를 통해 방사선조사 3 

kGy 처리구는 콩나물 무침을 미생물학 으로 안 하게 장성을 연장하는 한 조사선량으

로 악되어진다.

Table 3-19. Sensory result of 3 kGy-gamma-irradiated cooked soybean sprout by triangle 

test

No. of panelist No. of correction Significance

3 kGy 24 12 NS
1)

1) N.S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신선한콩나물 데침  0 kGy 1 kGy 2 kGy 3 kGy 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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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조사된 시 치나물의 특성 평가

 (가) 미생물학  특성

본 실험에서 4℃와 25℃의 온도에 각각 장한 감마선 조사된 시 치나물의 총균과 장균

군 측정 결과는 Table 3-20  3-21 과 같다. 4℃ 장 시 치나물의 총균은 0일째 비조사구의 

기균수가 5.6 log CFU/g인 반면 감마선 조사 3 kGy에서는 2.3 log CFU/g으로 기균수가 

낮았고, 장일이 지날수록 비조사구에는 격하게 균수가 증가하는데 비해 3kGy 조사구에서

는 4주째에도 2.0 log CFU/g으로 기균수와 비슷하게 유지되어 4주까지도 장이 가능하

다. 장균군의 경우 비조구와 조사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25℃ 장 시 치나물의 총균도 

역시 기균수가 비조사구에 비해 3kGy 조사구가 더 낮은 값을 나타내었고, 장일이 지날수

록 비조사구는 장 1일째부터 균이 격하게 증가한 반면 3kGy 조사구에서는 1일째까지 안

정되게 증가하다가 3일째에 격하게 증가하 으나 비조사구에 비해 균수가 었다. 장 7일

째에도 비조사구는 8.1 log CFU/g이었으나 3kGy 조사구는 7.2 log CFU/g로 비조사구에 비해 

균수가 음을 알 수 있었다. 장균군의 경우 비조구와 조사구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온 장시에 비조사구는 1주 이내의 장이 가능하 으나 감마선 조사 3kGy에

서는 4주까지도 장이 가능하 다.

Table 3-20. Total microbial and E. coli profiles (log CFU/g) of cooked spinach treate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4℃

　
Storage time(weeks)

0 1 2 4

4℃

Total 

microbe

0 kGy 5.6 7.9 7.8 8.5

2 kGy 3.0 2.7 5.5 6.7

3 kGy 2.3 2.0 2.7 2.0

E. coli

0 kGy N.D.1) N.D. N.D. N.D.

2 kGy N.D. N.D. N.D. N.D.

3 kGy N.D. N.D. N.D. N.D.

N.D.
1)

 : Not detected

Table 3-21. Total microbial and E. coli profiles (log CFU/g) of cooked spinach treated 

gamma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25℃

　
Storage time(days)

0 1 3 5 7

25℃

Total 

microbe

0kGy 5.6 7.3 8.6 8.3 8.1

3kGy 2.3 2.7 6.7 7.1 7.2

E. coli
0kGy N.D.1) N.D. N.D. N.D. N.D.

3kGy N.D. N.D. N.D. N.D. N.D.

N.D.
1)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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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색도

방사선 조사된 시 치나물의 색상을 Hunter's color system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3-24, 

3-25 와 같다. 4℃에서 장한 시 치나물의 색상에서 L값과 a값은 비조구와 조사구간의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일별로 보면 비조사구와 조사구 모두 장일별로도 유의 인 차

이가 나타났다. a값의 경우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값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나 비조사구

가 녹색이 더 진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 조사로 인해 색이 연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결과는 건고사리에 방사선 조사 시와 유사한 결과(Seung TH 등 2005)를 보 다. b값의 

경우 2주째를 제외하고 조사구가 비조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은 값이 나타났다. 장일별로 

보면 3 kGy 조사구에서는 장일이 지날수록 유의 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비조사구는 1주째

를 제외하고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5℃에서 장한 시 치나물의 색상에서 명도

는 비조사구와 3 kGy 조사구간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으며 장일간에도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색도는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가 값이 유의 으로 높아 녹색이 더 연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방사선 조사로 인해 색이 연해진 것으로 사료된다. 장일 5일째부터는 비조사

구가 조사구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아 비조사구가 조사구에 비해 녹색이 더 연해짐을 알 수 있

었다. 황색도는 비조사구와 3 kGy 조사구간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장일별로도 유

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Table 3-24. Change in hunter color of cooked gamma-irradiated spinach during storage 

for 4 weeks at 4℃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time(weeks)　

0 1 2 4

L-value
0kGy a22.00±0.13D a27.54±0.79A b22.96±0.08C a23.86±0.19B

3kGy b21.22±0.27C b23.26±0.63B a24.33±0.44A b21.95±0.34C

a-value
0kGy b-9.75±0.10C b-9.95±0.13D b-8.84±0.03B b-6.30±0.05A

3kGy a-9.34±0.12C a-8.32±0.22B a-8.07±0.11B a-5.96±0.15A

b-value
0kGy a10.44±0.09B a11.76±0.40A a10.47±0.05B a10.49±0.09B

3kGy b9.46±0.15C b9.93±0.31B a10.50±0.23A b8.29±0.14D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D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day)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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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5. Change in Hunter color of cooked gamma-irradiated spinach during storage 

for 7 days at 25℃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time(days)

0 1 3 5 7

L-value
0kGy

a
22.00±0.13

B b
20.91±0.11

C a
23.86±0.70

A b
19.42±0.07

D a
22.34±0.14

B

3kGy b21.22±0.27C a22.23±0.33B a24.04±0.09A a21.28±0.19C b19.20±0.06D

a-value
0kGy b-9.75±0.10E b-7.66±0.10D b-5.39±0.09C a-2.69±0.10A a-3.14±0.02B

3kGy a-9.34±0.12D a-6.97±0.10C a-4.82±0.23B b-4.37±0.19A b-4.33±0.08A

b-value
0kGy a10.44±0.09B a9.63±0.06C a10.38±0.30B b8.04±0.12D a11.01±0.06A

3kGy
b
9.46±0.15

B b
9.16±0.19

C a
9.78±0.02

A a
9.41±0.15

B b
8.30±0.03

D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E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다) 조직감

방사선 조사한 시 치나물의 조직감 특성을 Texture analyzer를 이용하여 TPA(texture 

profile analysis)를 측정하여 Table 3-22와 3-23에 나타내었다. 4℃에 장한 시 치나물의 경도

는 장기간이 지날수록 경도가 유의 으로 감소하 고, 비조사구에서는 2주째가 되면서 경도

가 유의 으로 감소한 반면 3 kGy 조사구에서는 4주째에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시 치나물 

제조 직후 경도는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에 유의 으로 차이가 있었으나 1주와 2주째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고, 4주째에 유의 인 차이가 있었다. 씹힙성도 장기간이 지날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 고, 비조사구는 2주째에 유의 으로 격하게 감소하 다. 3 kGy 조사구에서는 

장 기간 동안 씹힙성이 감소하는 경향이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25℃ 장한 시 치나물

에서도 비조사구의 조리 직후 경도는 비조사구와 3 kGy 조사구에서 유의 인 차이가 있었으

나 5일째부터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장일별로는 비조사구는 3일째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3 kGy 조사구에서는 5일째에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났다. 씹힘성은 비조사구에 비

해 3 kGy 조사구가 유의 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p<0.05). 이 같은 결과로부터 방사선 조

사선량 3 kGy까지는 시 치나물의 경도와 씹힘성에 큰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Seung TH 등(2005)은 건고사리에 방사선 조사하 을 때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씹힘

성에서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p<0.05) 본 연구와 유

사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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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Change in texture of cooked gamma-irradiated spinach during storage at 4℃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time(weeks)　

0 1 2 4

hardness
0kGy

a
380.0±26.4

A a
355.1±98.0

A a
222.3±24.7

B a
215.1±4.4

B

3kGy
b
204.4±17.8

A a
204.1±10.7

A a
200.7±8.4

A b
160.8±5.0

B

chewiness
0kGy

a
79.6±14.3

A a
78.4±12.6

A a
35.9±5.9

B a
40.1±4.8

B

3kGy
b
30.8±6.8

A b
31.9±9.0

A a
29.5±5.0

A b
24.1±3.4

A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23. Change in texture of cooked gamma-irradiated spinach during storage at 25℃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time(days)

0 1 3 5 7

hardness
0kGy

a
380.6±26.4

A a
351.1±98.4

A a
229.5±8.3

B a
153.7±7.0

BC a
71.7±40.8

C

3kGy
b
204.4±17.8

A a
201.0±8.1

A b
179.6±23.8

AB a
148.9±23.6

B a
157.8±5.1

B

chewiness
0kGy

a
79.6±14.3

A a
53.2±17.5

B a
34.0±6.2

BC a
20.0±3.3

C b
16.6±1.5

C

3kGy
b
30.8±6.8

A a
36.8±6.7

A a
34.5±6.4

A a
27.0±11.2

A a
25.8±1.8

A

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irradiation dos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C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column (storage ti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라) 총 phenol 함량

페놀성 물질은 식물계에 리 분포되어 있는 2차 사산물의 하나로 수산기를 통한 수소공

여와 페놀 고리 구조의 공명 안정화에 의한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 시 치와 같은 엽채류에도 

항산화 물질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Jeong JH 와 Ahn T 2005). 따라서 감마선 조사가 시

치 나물무침의 항산화력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페놀 화합물의 변화를 알아본 결과 

Fig. 10과 같았다. 페놀함량은 신선한 시 치에서 0.0086㎍/g이나 조리된 나물무침에서 0.0113

㎍/g으로 유의 으로 증가하 다. 반면 감마선 조사군은 비조사군에 비에 페놀함량이 다소 감

소하 으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 감마선 조사 직후 두의 phenols 함량이 비조사군에 비해 

감마선 조사군은 조사선량의 증가와 더불어 다소의 감소 상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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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J 등 1996). 장  페놀 함량은 장 0일째 비조사군이 0.0113㎍/g, 감마선 조사군(1, 

2, 3, 5kGy)이 각각 0.0102, 0.0114, 0.0089, 0.0112㎍/g 이 으나, 장 4주째 각각 0.0112, 

0.0124, 0.0126, 0.0114, 0.0121㎍/g로 감마선 조사군에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

과는 감마선 조사된 사과를 4℃에서 10주 동안 장하여 페놀함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장 

2주째에 총 페놀함량이 증가하 으며 감마선 조사군에서 그 증가폭이 크다는 보고 (Yun HJ 

등 2007)와 일치하 다.

Fig. 3-10. Change of total phenol of gamma-irradiated and cooked spinach during 4weeks 

at 4℃(◆ Raw ■ 0 kGy ▴ 1kGy ◇ 2kGy □ 3kGy △ 5kGy).

 (마) DPPH 라디칼 소거능

감마선 조사 시 치무침의 항산화성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를 Fig. 3-9에 나타내었다. 신선채소의 경우 IC 50 값이 3.95mg/ml이며, 비조사군 나물무

침이 4.96mg/ml, 감마선 조사군 나물무침이 4.96~5.37mg/ml범 를 나타내어 조사선량이 증가

됨에 따라 다소 높아졌으나, 2kGy까지는 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

선조사가 시 치나물무침의 산화속도를 다소 높이는 것으로 사료되며, 선량의 방사선이 식품

이나 식물종자의 기능성  생리활성 등에 크게 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보고(Jang ES 등 

2005)와 일치하 다.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는 조사선량이 클수록 IC 50값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1kGy와 2kGy의 선량에서는 큰차이를 보이지 않아 선량 감마선 조사(1kGy) 

식품에서 장기간에 따를 DPPH radical 소거능은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Yun HJ 등 2007)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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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Change of DPPH radical scavenging of gamma-irradiated and cooked spinach 

during 4weeks at 4℃(◆ Raw ■ 0 kGy ▴ 1kGy ◇ 2kGy □ 3kGy △ 5kGy).

 (바) 지질과산화 억제능

지질산화가 진행되면 malonaldehyde의 유리량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TBA를 반응시키면 

색물질인 TBA 색소가 생성된다. 이를 비색정량하여 TBARS값으로 나타내는데 이러한 

TBARS값은 지질 산패도 측정법으로 자주 이용 된다 (Kang HJ 등 2004). 감마선 조사군과 비

조사군의 지질과산화 억제능은 Fig. 3-11에 나타내었으며, 조사처리 직후 신선한 시 치, 조리

하여 감마선 조사된 시 치 나물무침(0,1,2,3,5kGy)에서 각각 24.6, 21.2, 20.5, 18.1, 16.3, 6.5%로 

조사선량이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2kGy 까지는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감

마선 조사는 지방질에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유

리기는 유지의 자동산화에 크게 여하고 조사 후 산소의 존재는 지방질의 산패를 진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on IS 등 1999). 장기간에 따른 지질과산화 억제능을 보면 비조사

군과 조사군 모두에서 장 기간동안 감소하여 장 4주째 비조사군과 조사군(1,2,3,5kGy)에서 

각각 13.5, 10.9, 7.9, 2.8, 1.7%로 조사처리 직후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났으나 2kGy 까지는 지

질과산화에 향이 크지 않았다. 반면 3kGy 이상의 조사선량이 지방의 산패를 진하여 장 

에도 계속해서 산패가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Byun MW 등

(1997)이 스피루리나와 다시마 분말에 감마선 조사를 하 을 때 지질산패가 장기간과 조사선

량에 따라 증가했다는 보고와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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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Change of Inhibition activity of lipid peroxidation(%) of gamma-irradiated and 

cooked spinach during 4weeks at 4℃(◆ Raw ■ 0 kGy ▴ 1kGy ◇ 2kGy □ 3kGy △ 

5kGy).

 (사) 능  특성

방사선 조사된 시 치나물로 차이식별검사(3  검사)한 결과를 Table 3-26 에 나타내었다. 총 

24명의 패   11명만이 조군과 방사선조사 3 kGy 처리군을 구별하여 조군과 방사선 조

사 3 kGy 처리군은 유의 으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p>0.05). 이 검사를 통해 방사선 조사 

3 kGy 처리군은 조군과 큰 차이를 보이 않아 능 으로 소비자들이 차이를 식별하지 못하

는 한 조사선량으로 사료된다.

Table 3-26. Effect of cooked spinach treated gamma-irradiation on sensory evaluation

Panel correct Siginificant

3kGy 24 11 N.S
1)

1) N.S : Not significantly different

가열 신선한

시 치
0 kGY 1 kGy 2 kGy 3 kGy 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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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방사선 조사식품 수용성 홍보 /인식제고

 1. 학부모 상 교육매체별 단체 식  방사선조사식품 인지도 조사

  가. 연구개발의 개요

(1) 최근 식품안 에 한 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은 좀 더 생 이고 안 한 식품을 선호, 이

를 해서는 효과 인 장 가공기슬의 이용이 필수 이라 하겠다.  

 

(2)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되는 식 독 사고 등을 사 에 방하고 국가 경제 인 낭비를 이기 한 새

    로운 기술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가공 장 기술은 무엇보다도 경제성, 안 성

    이 특히 강조되어야 하며, 이러한 필요성하에 연구, 진행되어온 기술이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술이라 

    하겠다.

(3) 이미, 구미 선진국을 비롯 세계 52개국이 식품조사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속 인 연구 

    개발로 2004년기 , 국내 26개 식품에 해 감마선 조사가 허용되고 있다.

(4) 따라서 이번 연구는 특히 식품의 주요 소비계층인 주부계층을 상으로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인

    지도 , 교육효과 등을 측정하여, 향후 방사선조사식품의 인지도 확 를 한 매체 개발에 기 인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5) 총 600여명의 주부를 상으로 교육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사  인지도를 측정하고 매체별로, 책

    자, 비디오, 문가 직 강의 후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인지도 변화를 측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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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개발 내용  방법

     □ 일반국민, 특히 주부계층에 한 방사선 조사식품의 이해도를 확인하고, 이에 한 이해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함.

     □ 교육매체별 (책자,비디오,직 강의) 인지도 변화 추이를 조사하여 향후 가장 효율 인 

교육매체 개발  인지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1) 조사의 내용 

    □ 학교 식 식 독 사고 발생경험  생 리체계에 한 인식 

    □ 식품 방사선조사 처리에 한 인지정도

    □ 방사선조사 식품 구입의향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인식(교육 실시 후)

    □ 응답자의 일반  특징(연령, 학력)

  (2) 조사  분석 방법 

    □ 기존의 련 조사 자료 등을 통해 구조화된 설문조사표 작성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해 소비자인지도를 조사하고, 책, 비디오, 문가강의 세가지 방법의 

       식품 방사선조사 처리에 한 교육 실시 후 소비자 인지도 변화를 비교

    □ 분석은 spss를 이용한 빈도, 교차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응표본 T검정, 분산분석을  주

로 활용 

  (3) 표본추출방법 

    □ 서울 지역 20  이상 주부 (무작  표본추출)

    □ 표본규모 : 600명 (유효표본 기 )

    □ 최 표본오차 : 95% 신뢰수 하에서 ±4.0%p의 표본오차

  (4) 조사 시  : 2007년 11월6일 ~ 12월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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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표본구성 (응답자 특성)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연령

20대   14   2.3

30대 137 22.8

40대 192 32.0

50대 152 25.3

60대 이상 105 17.5

학력
수준

중졸   37   6.2

고졸 338 56.3

대졸 195 32.5

대학원졸  20   3.3

기타  10   1.7

         

주) n = 600명, 무응답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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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개발 결과  고찰

(1) 학교 식 생 리체계에 한 인식

  (가) 학교 식 참여  식 독 사고 경험

   1> 식 제공받은 자녀

     □ 최근 5년간 학교 식을 제공받는 자녀가 몇 명 있는지에 해서는 ‘1명’ 47.0%로 반 

        가까이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2명’ 41.1%로 2명 이하가 체의 8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3명’ 10.2%, ‘4명’과 ‘5명 이상’이 각각 0.8%로 비 이 낮게 나타남

 【표 4-Ⅰ-1】최근 5년간 학교 식 제공받은 자녀수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1명 281 47.0

2명 246 41.1

3명   61 10.2

4명    5   0.8

5명 이상    5   0.8

합 계 598 100.0

     

    □ 식을 제공받는 자녀의 교육기  재학상태에 해서는 ‘ 등학교’ 39.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 ‘ 학교’ 35.8% 순이었음

        - 그 다음이 ‘고등학교’ 22.2% , ‘ 학교’의 경우도 2.6%로 소수를 차지

 【표 4-Ⅰ-2】 식 제공 학교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초등학교 294 39.4
중학교 267 35.8

고등학교 166 22.2
대학교  19   2.6
합 계 746 100.0

     주)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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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식  식 독 사고 

     □ 식  식 독 사고가 발생한 이 있었는지에 해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84.4%로 

        다수를 차지하 고, ‘발생하 다’는 15.6%로 나타나 교육 참여자의 식 독 사고 발생 경

        험은 10명  2명 정도에 해당

【표 4-Ⅰ-3】 식  식 독 사고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발생   93 15.6
발생하지 않음 505 84.4

합 계 598 100.0

     

     □ 자녀의 학교 식  식 독 사고 경험자에게 당시 식 독 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식품의 부패’ 41.9%로 가장 많았으나, ‘원인 불명’이 30.1%로 그 다음을 차지하여 식

        식 독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 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 ‘ 식시설의 생불량’ 22.6%로 그 다음을 차지하 고, 소수이나 ‘ 식종사자의 질병  

        생불량’ 3.2%로 나타남

【표 4-Ⅰ-4】식 독 사고의 원인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원인불명  28 30.1

식품의 부패  39 41.9

급식시설의 위생불량   21 22.6

급식종사사의 질병, 위생불량    3   3.2

기타    2   2.1

합 계  93 100.0

 

  (나) 학교 식 리체계에 한 인식

   1> 식시 요사항

     □ 학교 식에서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해서는 ‘ 생 안 ’ 69.2%로 

       단연코 높은 응답률을 차지하여 자녀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생 안  문제를 가장 시

       함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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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I-5】 식시 요사항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영양가 117 19.5

열량  28   4.7

위생 안전 415 69.2

비용 예산    7   1.2

피급식자의 기호    1   0.2

식단의 다양화  24   4.0

조리시설능력   6   1.0

기타   2   0.3

합 계 600 100.0

      

       - 그 다음 ‘ 양가’ 19.5%를 차지하 고, ‘열량’ 4.7%, ‘식단의 다양화’ 4.0%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생 안 과 양가를 식의 요 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학부모의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 학교 식의 요사항에 한 인식은 식  식 독 사고 경험여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 으로 ‘ 생 안 ’을 시한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식 독 사고를 경함한 경우가 경

        험하지 않은 경우보다 ‘ 생 안 ’을 시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난 반면,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경험한 경우보다 ‘ 양가’가 요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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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Ⅰ-6】 식시 요사항

사례
수

영양가 열량
위생

안전

비용

예산

피급

식자

기호

식단

다양화

조리

시설

능력

기타

χ2 유의수준
(α)

전    체 600 19.5  4.7 69.2  1.2  0.2  4.0  1.0  0.3

연령

20대  14 14.3 21.4 64.3

32.143 0.269

30대 137 24.1  2.2 65.0  1.5  5.1  2.2

40대 192 20.3  5.7 64.6  2.1  0.5  5.7  0.5  0.5

50대 152 19.1  5.3 71.7  0.7  2.0  0.7  0.7

60대 이상 105 13.3  2.9 80.0  2.9  1.0

학력

중졸  37 16.2  5.4 64.9  2.7  5.4  5.4

30.711 0.330

고졸 338 16.6  5.9 69.8  1.2  0.3  4.7  0.9  0.6

대졸 195 27.2  3.1 66.2  1.0  2.1  0.5

대학원졸  20 10.0 85.0  5.0 

기타  10 85.7 90.0 10.0

식중독 

사고

발생  93 14.0  4.3 76.3  1.1  1.1  3.2

17.451 0.015

발생 안함 505 20.6  4.6 67.6  1.4  4.6  0.6  0.4

   2> 학교 식 생 리체계에 한 인식

     □  학교 식의 생 리체계에 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해서는 ‘  체계에 만족하

        지만 더 개선되길 바란다’ 48.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문제가 있으므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25.3%, ‘매우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

          시 개선되어야 한다’ 12.2% 순으로 체의 37.5%가  학교 식 생 리체계에 

          해 불만족하고 있음을 시사

        - 반면, ‘바람직하므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5.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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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Ⅰ-7】  학교 식 생 리체계에 한 생각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바람직하므로 현 체계를 유지해야함  35   5.8

만족하지만 더 개선되어야 함 288 48.0

문제가 있어 더 개선이 필요함 152 25.3

매우 문제 있으니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73 12.2

잘 모르겠다   52   8.7

합 계 600 100.0

    

    □ 이와 같은 학부모의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

       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표 4-I-8】  학교 식 생 리체계 인식에 한 특성분석

사례
수

현 

체계 유

지

만족하나 

개선바람

문제 있어

개선 필요

문제 심각 

반드시 개

선 필요

잘 모르

겠다 χ2 유의수준
(α)

전    체 600  5.8 48.0 25.3 12.2  8.7

연령

20대  14 14.3 35.7 28.6 21.4

17.712 0.341

30대 137  2.9 54.0 27.0  9.5  6.6

40대 192  4.7 50.0 24.5 14.1  6.7

50대 152  7.9 44.7 26.3 10.5 10.5

60대 이상 105  7.6 42.9 22.9 13.3 13.3

학력

중졸  37 21.6 43.2  8.1 13.5 13.5

48.682 0.000

고졸 338  5.9 46.4 25.7 12.7  9.2

대졸 195  2.6 53.8 27.7  9.7  6.2

대학원졸  20  5.0 35.0 35.0 25.0

기타  10 10.0 30.0 10.0 10.0 40.0

식중독

사고

발생  93  1.1 31.2 36.6 29.0  2.2
47.319 0.000

발생 안함 505  6.7 51.1 23.2  9.1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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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식의 생 리체계에 한 인식은 응답자의 학력, 식  식 독사고 경험여

        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는 학원졸업 고학력 계층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더 개선될 필요가 있다’ 

        ‘매우 문제가 있으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은 반면, 학 

        졸업 계층은 ‘  체계에 만족하지만 더 개선되길 바란다’, 졸 계층은 ‘바람직하므로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학력수 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시사

   3> 단체 식 식품 생 리에 한 인식

    ① 식 독 사고 감소 책

     □ 최근 몇 년간 증하고 있는 단체 식의 식 독 사고를 이기 해 가장 필요한 책

       으로는 ‘ 식과정 생 리 강화’를 체의 52.1%가 꼽았고, 그 다음은 ‘ 식종사자 생

       교육 강화’를 23.8%가 지 하여 식과정  종사자에 한 생 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

      - 한편, ‘ 생  식재료를 한 가공기술개발’ 16.3%, ‘ 식설비 확충’ 6.0%등 체의

          22.3%는 기술, 설비의 확충과 개발이 필요함을 지

【표 4-Ⅰ-9】단체 식 식 독 사고 감소를 해 가장 필요한 책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급식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124 23.8

급식설비 확충   31   6.0

급식과정 위생관리 강화 271 52.1

위생적 식재료를 위한 가공기술개발  85 16.3

기타    9   1.7

합 계 520 100.0

    

     □ 이와 같은 응답자의 인식이 개인  특성, 식  식 독 사고 경험에 따라 차이가 있는

        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 단체 식 식 독 사고 감소를 해 가장 필요한 책에 한 인식은 응답자의 연령, 학

        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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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령별로는 20 는 ‘ 식종사자의 생교육 강화’, ‘ 생  식재료를 한 가공기술개발’

        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40 와 50 는 ‘ 식과정 생 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표4-Ⅰ-10】단체 식 식 독 사고 감소 책에 한 특성분석

사
례
수

종사자 

위생교육

강화

급식설비 

확충

급식과정 

위생관리 

강화

식재료 

가공기술

개발

기타

χ2 유의수준
(α)

전    체 520 23.8  6.0 52.1 16.3  1.7

연령

20대  12 41.7          33.3 25.0

34.217 0.005

30대 126 27.0  7.1 47.6 18.3  6.6

40대 171 19.3  6.4 60.8 13.5  6.7

50대 127 18.9  3.9 52.0 19.7  5.5

60대 이상  84 33.3  7.1 44.0 13.1  2.4

학력

중졸  24 16.7  8.3 54.2  8.3 12.5

28.494 0.028

고졸 293 26.3  5.5 48.5 18.8  1.0

대졸 178 19.7  6.2 57.3 15.2  1.7

대학원졸  19 31.6 10.5 52.6  5.3

기타   6 33.3     66.7

식중독 

사고

발생  91 18.7  8.8 56.0 15.4  1.1
 3.419 0.491

발생 안함 427 25.1 51.1  5.4 16.6  1.9

     □ 반 으로 식과정 생 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나, 학력에 따라서 

        학원졸업 고학력 계층에서는 ‘ 식종사자의 생교육 강화’, ‘ 식설비 확충’이 필요하다

        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졸 계층은 ‘ 식과정 생 리 강화’, 고졸 

        계층은 ‘ 생  식재료를 한 가공기술개발’에 한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남 

    



- 163 -

    ② 식품 생 리 시  품목

     □ 단체 식 식재료  식품 생 리가 가장 시 하다고 생각하는 품목에 해서는 ‘육류’ 

       56.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어패류’ 35.2% 순으로 체의 91.9%가 두 가지 품목

       을 꼽아 육류와 어패류의 생 리가 시 하다는 인식이 높음을 시사

        - 한편, ‘채소류’ 5.8%, ‘곡류’ 1.6%로 나타남

  【표 4-I-11】단체 식 식재료  식품 생 리가 가장 시 한 품목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곡류    8   1.6

육류 285 56.7

어패류 177 35.2

채소류  29   5.8

과일류   1   0.2

기타   3   0.6

합 계 503 100.0

    

     □ 이와 같은 응답자의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 단체 식 식품 생 리 식품 품목에 한 인식은 응답자의 연령, 학력,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 으로 육류, 어패류에 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연령별로는 50 에서는 ‘육류’

        가 시 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40 는 ‘어패류’, 20 는 ‘채소류’가

        시 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학력에 따라서는 졸층에서 ‘육류’가 시 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

        졸층에서는 ‘어패류’, 학원 졸업층에서는 ‘채소류’가 시 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

        게 나타남

     □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서는 식 독 사고 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는 ‘어패

        류’, ‘채소류’가 시 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발생 경험이 없는 경우

        는 ‘육류’가 시 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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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Ⅰ-12】단체 식 식품 생 리 시  품목 인식에 한 특성분석

사례수 곡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과일류 기타

χ2 유의수준
(α)

전    체 503  1.6 56.7 35.2  5.8  0.2  0.6

연령

20대  10 30.0 40.0 30.0

33.175 0.032

30대 120  1.7 55.0 34.2  9.2

40대 164 54.3 40.9  4.9

50대 125  2.4 63.2 28.8  3.2  0.8  1.6

60대 이상  84  3.6 57.1 34.5  3.6  1.2

학력

중졸  24 12.5 50.0 29.2  4.2  4.2

72.672 0.000

고졸 285  1.1 56.8 37.5  3.5  1.1

대졸 170  1.2 59.4 32.9  6.5  

대학원졸  18 44.4 22.2 33.3

기타   6 33.3 50.0 16.7

식중독 

사고

발생  89  2.2 46.1 38.2 13.5  1.1
14.665 0.012

발생 안함 412  1.5 59.0 34.5  4.1  0.2  0.7

  

    ③ 식품 생 사고에 한 인지 

     □ 식품 생 사고(식 독 등) 소식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듣게 되는가에 해서는 

        ‘TV, 라디오 뉴스’ 83.2%로 뉴스를 통해 인지하는 경우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 ‘가족, 친구 등 주 사람’ 7.2%, ‘신문, 잡지’ 5.0%, ‘인터넷 포털뉴스’ 4.0% 순

         으로 나타남

【표 4-Ⅰ-13】식품 생 사고 소식 경로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가족, 친구 등 주위사람   42   7.2

TV, 라디오 뉴스 484 83.2

신문, 잡지   29   5.0

인터넷 포털 뉴스   23   4.0

기타    4   0.7

합 계 58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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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와 같은 응답자의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 식품 생 사고 소식 경로는 응답자의 연령, 학력,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

        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4-Ⅰ-14】식품 생 사고 소식 경로에 한 특성 분석

사례수
가족 친

구

TV 라디오 
뉴스 신문 잡지 인터넷 포

털 뉴스 기타
χ2 유의수준

(α)
전    체 582  7.2 83.2  5.0  4.0  0.7

연령

20대  12 66.7 25.0  8.3

38.067 0.001

30대 131  1.5 88.5  4.6  5.3

40대 185 11.4 82.2  2.7  3.8

50대 149  5.4 85.9  5.4  1.3  2.0

60대 이상 105 10.5 76.2  6.7  5.7  1.0

학력

중졸  37  5.4 73.0 10.8  8.2  2.7

32.685 0.008

고졸 329 10.0 81.5  5.8  1.8  0.9

대졸 187  2.7 89.3  2.1  5.9

대학원졸  19  5.3 73.7 10.5 10.5

기타  10 10.0 80.0 10.0

식중독 

사고

발생  90 15.6 66.7  8.9  6.7  2.2
22.443 0.000

발생 안함 490  5.7 86.1  4.3  3.5  0.4

     

     □ 반 으로 TV, 라디오 뉴스를 통한 경우가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30 가 ‘TV, 라디오 

       뉴스’를 통하는 경우가 상 으로 높은 반면, 20 는 ‘신문,잡지’, ‘인터넷 포털 뉴스’를 

       통해, 40 와 60 는 ‘가족, 친구 등의 주 사람’을 통해 소식을 듣는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남

     □ 학력에 따라서는 졸 계층에서 ‘TV, 라디오 뉴스’를 통해 듣는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고졸 계층에서는 ‘가족, 친구’, 졸 계층에서는 ‘신문, 잡지’, 학원 졸업 

       계층에서는 ‘신문, 잡지’, ‘인터넷 포털 뉴스’를 통해 듣는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

       타남

     □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서는 식 독 사고 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에 비해 식품 생 사고 소식에 한 경로가 TV, 라디오 뉴스, 가족/친구 등 주 사

       람, 신문/잡지, 인터넷 포털뉴스 등으로 상 으로 분산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발생 경

       험이 없는 경우 ‘TV, 라디오 뉴스’를 통해 듣는 경우가 상 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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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

   (가) 방사선 조사 식품 인지도

     □ 식품에 방사선을 어 처리하는 방법에 해 들어본 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서는 ‘처

        음 듣는다’가 37.6%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들어본 이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인지는 

         모르겠다’ 35.6%로 체의 73.2% 방사선 조사 식품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지 못해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들어본 이 있고, 강 알고 있다’ 20.7%, ‘ 체 인 내용을 알고 있다’ 4.5%로 

          나타났고,

        - ‘자세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1.5%에 그침

【표 4-I-15】방사선조사 식품 인지 정도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처음 듣는다 225 37.6

들어본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다 213 35.6

들어본 적 있고, 대강 알고 있다 124 20.7

대체적 내용을 알고 있다  27  4.5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9  1.5

합 계 598 100.0

     □ 이와 같은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인지도가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인지도는 응답자의 연령, 학력,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

        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30 는 ‘처음 듣는다’, 20 와 40 는 ‘들어본  있으나  모르겠다’ 응답

       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50 는 ‘들어본  있고, 강 알고 있다’, 60  이상에

        서는 ‘ 강 알고 있다’, ‘ 체  내용을 알고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다’ 등 알고 

        있다는 응답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경향을 보임

     □ 학력에 따라서는 졸 계층에서는 ‘처음 듣는다’, 졸 계층에서 ‘들어본  있으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학원 졸업 계층에서는 ‘ 강 알고 있

       다’ ‘ 체 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나 학력수 이 높을수록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인지도가 높음을 시사

     □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서는 식 독 사고 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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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보다 ‘ 강 알고 있다’ ‘ 체  내용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은 반면, 

        발생 경험이 없는 경우는 ‘처음 듣는다’ ‘들어본  있으나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남

【표4-I-16】방사선조사 식품 인지도에 한 특성분석

사
례
수

처음

들음

전혀

모름

대강

알고 있음

대체적 내

용

알고 있음

자세히 알

고 있음
χ2 유의수준

(α)

전    체 598 37.6 35.6 20.7  4.5  1.5

연령

20대  14 28.6 57.1  7.1  7.1

49.656 0.000

30대 137 43.1 37.2 16.8  2.9

40대 191 35.6 45.5 15.2  2.6  1.0

50대 151 35.2 30.5 27.8  6.0  0.7

60대 이상 105 39.0 20.0 27.6  7.6  5.7

학력

중졸  37 51.4 21.6 21.6  5.4

27.695 0.034

고졸 336 37.6 36.6 19.6  4.5  1.8

대졸 195 36.9 39.5 18.5  4.1  1.0

대학원졸  20 25.0 15.0 50.0 15.0

기타  10 30.0 20.0 40.0 10.0

식중독 

사고

발생  93 26.9 35.5 25.8 10.8  1.1
14.151 0.007

발생 안함 503 39.4 35.8 19.9  3.4  1.6

  

 (나) 방사선 조사 식품 구입의향

    1> 교육 실시   

     □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해 알고 있다는 응답자의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을 구입의사를 

        살펴보기 해 ‘ 로 구입 안함’은 1 에서, ‘ 극 으로 구입함’ 7 으로 범 를 구분, 

        7  척도로 구입의향을 평가

     □ 방사선 조사 식품 인지자  77.3%가 구입 의향 수를 평가하 고, 구입 의향 평균

        수는 2.82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7  척도상의 이론  평균값이 4.0 이란 으로 구입 

        여부에 한 기 에도 미치지 못하여 구입을 꺼려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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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I-17】방사선 조사 식품 구입의향(교육 )

표본수
응  답  분  포 (%) 구입의향점수평

균잘 모르겠다 동의점수 평가

154   22.7 77.3 2.82

      □ 이와 같은 구입 의향 평가 여부가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

         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표-4-I-18】교육  방사선조사 식품 구입 의향에 한 특성 분석

사례수 잘 모르겠다 구입 의향 평가

χ2 유의수준
(α)

전    체 154 22.7 77.3

연령

20대   2 100.0

18.172 0.001

30대  27 100.0

40대  36 11.1 88.9

50대  56 32.1 67.9

60대 이상  42 35.7 64.3

학력

중졸  11 36.4 63.6

17.702 0.001

고졸  87 33.3 66.7

대졸  49  6.1 93.9

대학원졸  11 100.0

기타   5 20.0 80.0

식중독 

사고

발생  36 30.6 69.4
 1.625 0.625

발생 안함 127 20.5 79.5

    

     □ 방사선 조사 식품 구입 의향 평가여부는 응답자의 연령, 학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 으로 구입 의향을 평가한 경우가 많았는데, 연령별로는 50 와 60  이상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20 , 30 , 40 는 구입의향을 평

        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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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력에 따라서는 졸, 학원 졸업 계층에서 구입의향을 평가한 경우가 상 으로 높

        게 나타난 반면, 고졸 이하층에서는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남

    2> 교육 실시 후  

     □ 체 응답자의 88.8%가 구입 의향 수를 평가하 고, 구입 의향 평균 수는 4.73 으로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교육  2.82 으로 구입을 꺼려하던 소비

        자들이 교육을 통해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인식이 정 으로 환되었음을 시사 

【표 4-I-19】방사선조사 식품 구입의향(교육 후)

표본수

응  답  분  포 (%)
구입의향점수평

균
잘 모르겠다 동의점수 평가

599   11.2 88.8 4.73

     □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로 인한 구입 동의 수가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 교육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 방사선 조사 식품 구입 의향은 응답자의 연령, 학력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 와 60  이상에서 구입 의향 수가 높게 나타났고, 30 가 가장 낮은 

        경향을 보임

     □ 학력에 따라서는 졸 계층에서 구입 의향 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고졸, 학

        원 졸, 졸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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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I-20】교육 후 방사선 조사 식품 구입의향에 한 특성분석

사례수 구입 의향 점수

전    체 533 4.73

연령

20대  14 5.29

30대 130 4.33

40대 175 4.61

50대 132 4.89

60대 이상  82 5.28

F  4.771**

학력

중졸  25 5.28

고졸 297 4.88

대졸 182 4.47

대학원졸  20 4.55

기타   9 4.00

F  2.685*

식중독 

사고

발생  85 4.85

발생 안함 446 4.71

T*  0.726

교육

방법

비디오 160 5.00

책자 186 4.62

강의 186 4.62

F 16.373

*주1): T* 식 독사고의 경우는 집단이 2개이하로 평균비교를 해 T검정을 사용

주2): * = 유의수  0.05이하, ** = 유의수  0.01이하, ***= 유의수  0.0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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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

     □ 방사선 조사 처리 식품에 한 일반 인 소비자 인식을 살펴보기 해 7가지 항목에 

        한 동의 정도를 7  척도로 평가하 는데, 7가지 항목의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 처리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 방사선 조사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내게 두려운 일이다

        - 방사선 조사 식품이 보 되면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 방사서 조사 식품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다 

        - 방사선 조사 식품을 먹는 것은 원자력산업에 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는 재보다 더 리 보 되어야 한다 

        - 방사선 조사 식품을 학교 단체 식 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교육 실시   

    ① 추가 연구 필요성 

     □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 처리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해서는 

        76.8%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5.34 으로 나타나,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잘 모르겠다’는 23.2%로 나타남

    ② 섭취에 한 두려움 

     □ 방사선 조사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항목에 해서는 78.7%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5.16 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 섭취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21.3%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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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I-21】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교육 )

구  분 표본수

응  답  분  포 (%)

동의점수 

평균
잘 모르겠다 동의점수 평가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처리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600 23.2 76.8 5.34

방사선조사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내게 두려

운 일이다
600 21.3 78.7 5.16

방사선조사 식품이 보급되면 농민들이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600 35.7 64.3 4.72

방사선조사 식품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다 600 29.5 70.5 5.40

방사선조사 식품을 먹는 것은 원자력산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599 32.4 67.6 4.57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현재보다 더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599 26.0 74.0 4.13

방사선조사 식품을 학교 단체급식현장에서 사

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600 26.7 73.3 3.24

 ③ 보 시 농민 수입 감소 

     □ 방사선 조사 식품이 보 되면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항목에 해서는 64.3%

        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4.17 으로 농민 수입 이 감소에 한 소극 으

        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35.7%로 나타남

 ④ 유기농 식품이 아님

     □ 방사선 조사 식품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라는 항목에 해서는 70.5%가 동의 수를 평

       가하 고, 평균 수는 5.40 으로 유기농 식품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

       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29.5%로 나타남

 ⑤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

     □ 방사선 조사 식품을 먹는 것은 원자력산업에 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항목에 

        해서는 67.6%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4.57 으로 평균을 넘어서 방사선 

        조사 식품 섭취를 원자력산업에 한 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32.4%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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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확  보  

     □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는 재보다 더 리 보 되어야 한다라는 항목에 해서는 

       74.0%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4.13 으로 확  보 에 한 소극 인 동

       의를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26.0%로 나타남

 ⑦ 학교 식 사용

     □ 방사선 조사 식품을 학교 단체 식 장에 사용하는 것에 해서는 73.3%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3.24 으로 7가지 항목  유일하게 동의 여부에 한 기 인 

        4.0  이하로 방사선 조사 식품을 학교 식 사용하는 것에는 반 하는 경향을 보임 

        -한편, ‘잘 모르겠다’는 26.7%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발생여

        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 7가지 항목  보 시 농민 수입 감소, 확  보 , 학교 식 사용 3가지 항목에 해서

        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 ‘방사선조사 식품 보 시 농민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항목에는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식  식 독 사고 발생경험이 있는 경우

       가 없는 경우보다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는 재보다 더 리 보 되어야 한다’는 항목에는 연령, 학력,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60  이상 노인층에서 동의 수가 가장 높았고, 30 의 동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졸 계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고졸, 졸 순으로 학력

         수 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남

        -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서는 발생 경험이 없는 경우 확 보 에 동의하

          는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방사선조사 식품을 학교 단체 식 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해서는 연령, 학력에 따라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60  이상 노인층에서 동의 수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 50 의 동의 

          수가 높은 반면 30 의 동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학력별로  는 졸 계층이 가

          장 높고 졸 계층의 동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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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22】교육  방사선조사 식품 소비자 인식에 한 특성분석

사례

수

추가 연구 

필요

섭취는  두

려운 일

보급시 농민

수입 감소

유기농 식품

이 아님

원자력산업에 

대한 지지

현재보다 확대

보급 돼야

학교 단체급식 

사용 동의

전    체 461 5.34 5.16 4.72 5.40 4.57 4.13 3.24

연령

20대  11 5.00 5.46 4.85 5.08 5.30 4.58 3.23

30대 111 5.13 5.07 4.40 5.37 4.45 3.50 2.65

40대 164 5.26 5.17 4.88 5.34 4.60 3.83 2.94

50대 105 5.50 5.24 4.75 5.64 4.54 4.24 3.49

60대 이상  70 5.71 5.14 4.80 5.33 4.64 5.48 4.57

F 1.418 0.210 0.977 0.535 0.471 11.387*** 10.372***

학력

중졸  22 5.55 4.91 4.84 5.13 5.13 5.21 4.50

고졸 245 5.29 5.12 4.91 5.42 4.71 4.30 3.21

대졸 165 5.38 5.28 4.41 5.45 4.36 3.70 3.07

대학원졸  20 5.60 4.95 4.74 5.37 4.28 3.95 3.30

기타   9 5.11 5.00 5.17 4.75 4.43 4.67 4.29

F 0.242 0.394 1.581 0.363 1.119 3.545** 2.432*

식중독

사고

발생  75 5.60 5.35 5.14 5.34 4.83 3.67 3.10

발생 안함 385 5.30 5.13 4.62 5.42 4.52 4.23 3.27

T* 1.264 0.994 2.113* -0.309 1.231 -2.126* -0.608

*주1): T* 식 독사고의 경우는 집단이 2개이하로 평균비교를 해 T검정을 사용

주2): * = 유의수  0.05이하, ** = 유의수  0.01이하, ***= 유의수  0.0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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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표본수

응  답  분  포 (%)

동의점수 

평균잘 모르겠다 동의한다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처리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599 11.2 88.3 5.79

방사선조사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내게 두려

운 일이다
599  7.8 92.2 4.49

방사선조사 식품이 보급되면 농민들이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599 25.0 75.0 4.06

방사선조사 식품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다 596 18.0 82.0 4.98

방사선조사 식품을 먹는 것은 원자력산업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597 17.6 82.4 4.81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현재보다 더 널리 

보급되어야 한다
596 10.2 89.8 5.05

방사선조사 식품을 학교 단체급식현장에서 사

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595 11.6 88.4 4.48

   2> 교육 실시 후  

    ① 추가 연구 필요성 

     □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 처리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항목에 해서는 

        88.3%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5.79 으로 나타나,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교육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잘 모르겠다’는 11.2%로 교육 보다 12% 감소

    ② 섭취에 한 두려움 

     □ 방사선 조사 식품을 먹는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는 항목에 해서는 92.2%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4.49 으로 여 히 섭취를 두려하는 편이었으나 교육 보

        다는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7.8%로 교육 보다 13.5% 감소

   【표 4-1-23】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교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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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보 시 농민 수입 감소 

     □ 방사선 조사 식품이 보 되면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항목에 해서는 75.0%

        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4.06 으로 농민 수입 이 감소에 한 소극 으

        로 동의하나 역시 동의 수가 교육 보다 감소됨

        -한편, ‘잘 모르겠다’는 25.0%로 교육 보다 10.7% 감소

    ④ 유기농 식품이 아님

     □ 방사선 조사 식품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라는 항목에 해서는 82.0%가 동의 수를 평

        가하 고, 평균 수는 4.98 으로 여 히 유기농 식품이 아닐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동의 수가 교육 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18.0%로 교육 보다 11.5% 감소

    ⑤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

     □ 방사선 조사 식품을 먹는 것은 원자력산업에 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항목에 

        해서는 82.4%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4.81 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 섭취

        를 원자력산업에 한 지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교육 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잘 모르겠다’는 17.6%로 교육 보다 14.8% 감소

    ⑥ 확  보  

     □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는 재보다 더 리 보 되어야 한다라는 항목에 해서는 

       89.8%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5.05 으로 교육 보다 증가하여 교육 후 

       확  보 에 보다 극 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냄

        -한편, ‘잘 모르겠다’는 10.2%로 교육 보다 15.8% 감소

   ⑦ 학교 식 사용

     □ 방사선 조사 식품을 학교 단체 식 장에 사용하는 것에 해서는 88.4%가 동의 수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4.48 으로 교육 실시  7가지 항목  유일하게 거부 의사를 표

       하 으나 교육 실시 후에는 학교 식 사용을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냄

        -한편, ‘잘 모르겠다’는 11.6%로 교육 보다 15.1% 감소

     □ 이와 같은 교육 실시 후 변화된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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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4】교육 후 방사선조사 식품 소비자 인식에 한 특성분석

사례

수

추가 연구 

필요

섭취는  

두려운 일

보급시 농민

수입 감소

유기농 식

품이 아님

원자력산업

에 대한 지

지

현재보다 확대

보급 돼야

학교 단체급식 

사용 동의

전    체 552 5.79 4.49 4.06 4.98 4.81 5.05 4.48

연령

20대  14 6.64 4.00 3.30 5.08 5.08 6.33 5.58

30대 130 5.52 4.30 3.93 5.09 4.72 4.11 3.57

40대 186 5.82 4.43 3.95 4.98 4.90 5.05 4.29

50대 137 5.84 4.83 4.13 4.83 4.73 5.34 4.94

60대 이상  85 5.91 4.49 4.49 5.00 4.80 5.76 5.40

F 2.462* 1.767 1.472 0.275 0.276 15.832*** 13.718***

학력

중졸  26 6.31 4.61 5.14 4.82 4.58 5.45 4.78

고졸 311 5.78 4.56 4.13 4.94 4.87 5.26 4.78

대졸 187 5.70 4.36 3.81 5.03 4.71 4.61 4.00

대학원졸  20 6.35 4.55 4.05 5.11 5.16 5.25 4.16

기타   8 4.88 5.00 3.67 5.13 4.50 4.75 3.50

F 2.466* 0.492 2.500* 0.136 0.506 4.194** 4.469**

식중독

사고

발생  84 6.17 4.53 4.11 4.75 4.81 5.21 4.41

발생 안함 466 5.73 4.49 4.04 5.01 4.80 5.02 4.49

T* 3.266** 0.191 0.287 -1.071 0.025  0.885 -0.341

교육

방법

비디오 169 5.90 4.70 4.28 4.91 4.85 5.52 4.98

책자 192 5.95 4.55 4.06 4.80 4.39 4.87 4.34

강의 191 5.52 4.27 3.86 5.23 5.16 4.79 4.17

F 4.856** 2.344 1.735 2.239 7.534** 8.854*** 7.135**

*주: 식 독 사고의 경우는 집단이 2개이하로 평균비교를 해 T검정을 사용

     □ 7가지 항목  추가 연구 필요, 보 시 농민 수입 감소, 원자력산업에 한 지지, 확

       보 , 학교 식 사용 5가지 항목에 해서만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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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 처리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항목에는 연령, 학력,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 교육 방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 연령별로는 20 가 추가 연구 필요에 한 동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 의

          동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학력별로는 학원 졸업 계층의 동의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졸 계층의 동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서는 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추가 연구 필요에 한 동의 수가 높게 나타남 

        - 교육방법에 따라서는 책자로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추가 연구 필요에 한 동의 수

          가 가장 높고,  문가 강의로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이에 따라 추가 연구 필요성에 해서는 20 , 학원 졸업 고학력 계층, 식 독 사고 

          발생 경험, 책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집단에서 추가 연구 필요성을 더 느끼고 있음

          을 시사

     □ ‘방사선조사 식품 보 시 농민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는 항목은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 는데, 졸 계층이 가장 높았고, 졸 계층이 가장 낮게 나타남

     □ ‘방사선조사 식품 섭취하는 것은 원자력산업에 한 지지’라는 항목은 교육 방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문가 강의로 정보를 습득한 경우의 동의 수가 가장 높고, 책자로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남

     □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는 재보다 더 리 보 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연령, 학력, 교

        육방법에 따라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20 가 동의 수가 가장 높았고, 30 의 동의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졸 계층이 가장 높고 졸 계층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교육방법에 따라서는 비디오 시청을 동해 습득한 경우의 동의 수가 가장 높고, 문

          가 강의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남

     □ ‘방사선조사 식품을 학교 단체 식 장에서 사용하는 것’에 해서는 연령, 학력, 교육

        방법에 따라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연령별로는 20 의 동의 수가 가장 높은 반면, 30 와 40  동의 수는 상 으

          로 낮게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졸과 고졸 계층이 가장 높고 졸 계층의 동의 수

          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교육방법에 따라서는 비디오 시청을 동해 습득한 경우가 동의 수가 가장 높고, 문

           가 강의를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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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정보 요구

  1> 교육 내용

     □ 교육 방법별로 제공된 내용이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정보를 얻는데 충분하 는지에

        해서는 체의 92.8%가 충분정도를 평가하 고, 평균 수는 5.19 으로 나타나, 충분  

        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임

        - ‘잘 모르겠다’는 7.2%에 그침

【표 4-1-25】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교육 내용의 충분성

표본수
응  답  분  포 (%) 충분성 점수

평균잘 모르겠다 충분 정도 평가

599   7.2 92.8 5.19

     □ 이와 같은 응답자의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 교육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는

        데, 통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6】방사선조사식품 정보 충분성에 한 특성분석

사례수 충분 정도 점수

전    체 556 5.19

연령

20대  13 5.31

30대 134 5.01

40대 187 5.20

50대 136 5.21

60대 이상  86 5.40

F 8.356

학력

중졸  26 5.54

고졸 312 5.21

대졸 189 5.13

대학원졸  19 5.05

기타  10 5.00

F 4.611

교육

방법

비디오 174 5.11

책자 191 5.29

강의 191 5.16

F 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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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정보 요구

     □ 방사선 조사 식품과 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에 해서는 ‘있다’ 

        73.4%, ‘없다’ 26.6%로 교육 참여자 3명  2명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남

【표 4-1-27】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추가 정보 요구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없다 158 26.6

있다 437 73.4

합 계 595 100.0

     

     □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내용으로는 ‘안 성 련 검증자료’ 27.8%로 가장 많았고, 그 다

       음 ‘방사선 조사 허용식품의 범 ’ 20.3% 순이었음

        - 그 다음은 ‘방사선 조사의 이 ’ 16.1%, ‘방사선 조사에 한 법  규제’ 13.8%를 차지

        - ‘방사선 조사에 한 국내외 소비자반응’ 11.1%, ‘방사선 조사의 해외 이용실태’ 10.9%

          로 나타남

 【표 4-1-28】방사선 조사 식품 련 요구되는 정보의 내용

구   분 표본수 구성비 (%)

안전성 관련 검증자료 363 27.8

방사선 조사의 이점 211 16.1

방사선 조사 허용식품의 범위 266 20.3

방사선 조사의 해외 이용실태 143 10.9

방사선 조사에 대한 국내외 소비자반응 145 11.1

방사선 조사에 대한 법적 규제 180 13.8

합 계 1,308 100.0

                                                                             주)복수응답

     □ 이와 같은 응답자의 인식이 응답자의 특성,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 차이

        가 있는지 살펴보았는데, 이하에서는 이를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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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9】방사선조사 식품 련 정보요구에 한 특성분석

사례수 있다 없다

χ2 유의수준
(α)

전    체 595 73.4 26.6

연령

20대  14 85.7 14.3

 5.016 0.286

30대 136 77.9 22.1

40대 190 73.7 26.3

50대 150 72.7 27.3

60대 이상 105 66.7 33.3

학력

중졸  36 52.8 47.2

13.041 0.011

고졸 336 72.3 27.2

대졸 193 79.8 20.2

대학원졸  20 75.0 25.0

기타  10 60.0 40.0

식중독 

사고

발생  93 83.9 16.1
 6.240 0.015

발생 안함 500 71.4 28.6

교육매

체

비디오 198 68.7 31.3

 6.852 0.033책자 199 79.9 20.1

강의 198 71.7 28.3

     □ 방사선 조사 식품 련 정보 요구는 응답자의 학력,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 교

        육방법에 따라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력별로는 졸, 학원 졸업 고학력층의 추가 정보 요구에 한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졸 계층은 추가 정보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남

        - 식  식 독 사고 발생여부에 따라서는 발생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추가 정보 요구가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교육방법에 따라서는 책자로 정보를 습득한 경우가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 으로 높게 나타났고, 비디오 시청을 통해 정보를 습득한 경우의 추가 정보 요구

          에 한 응답이 상  낮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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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 방법에 따른 소비자 인식 변화  

     □ 교육 방법에 따른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 변화는 교육 실시 후의 7가지 

        항목에 한 수 평가 여부와 평가 수에 한 차이를 비교

 (가) 항목별 동의 수 평가 여부

【표 4-1-30】교육방법에 따른 교육 후 인식 변화 비교

비디오 책자 강의 전체

구  분
사례
수

전 후
사례
수

전 후
사례
수

전 후
사례
수

전 후

방사선조사 처

리에 대한 더 

많은 연구 필

요

잘모르겠다
200

29.0 15.5
199

12.6  4.0
200

28.0  4.0
599

23.2  7.8

점수평가 71.0 84.5 87.4 96.0 72.0 96.0 76.8 92.2

χ2 6.697** 1.174 0.037 8.487**

방사선조사 식

품을 먹는 것

은 두려운 일

이다

잘모르겠다
199

32.2 23.6
199

10.1  6.0
200

22.0  7.0
598

21.4 12.2

점수평가 67.8 76.4 89.9 94.0 78.0 93.0 78.6 87.8

χ2 1.926 0.618 10.834*** 16.591***

방사선조사 식

품이 보급되면 

농민수입이 감

소될 것

잘모르겠다
200

43.0 34.0
199

23.6 16.6
200

40.0 24.5
599

35.6 25.0

점수평가 57.0 66.0 76.4 83.4 60.0 75.5 64.4 75.0

χ2 8.660*** 17.066*** 6.168* 34.147***

방사선조사 식

품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다

잘모르겠다
199

41.2 23.6
199

17.1 11.1
198

30.8 19.2
596

29.7 18.0

점수평가 58.8 76.4 82.9 88.9 69.2 80.8 70.3 82.0

χ2 35.750*** 0.556 19.483*** 60.220***
방사선조사 식

품을 먹는 것

은 원자력산업

을 지지하는 

것

잘모르겠다
199

45.2 25.6
198

19.7 17.2
199

32.7 10.1
596

32.6 17.6

점수평가 54.8 74.4 80.3 82.8 67.3 89.9 67.4 82.4

χ2 17.806*** 11.973** 18.120*** 50.023***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현재보다 널리 

보급되어야 함

잘모르겠다
198

33.3 14.1
198

15.7 11.1
199

29.6  5.5
595

26.2 10.3

점수평가 66.7 85.9 84.3 88.9 70.4 94.5 73.8 89.7

χ2 0.520 8.036* 3.460 7.660**

방사선조사 식

품의 학교 단

체급식현장 사

용을 동의

잘모르겠다
199

36.7 19.1
197

14.8  8.1
199

29.6  7.5
595

26.9 11.6

점수평가 63.3 80.9 85.2 91.9 70.4 92.5 73.1 88.4

χ2 9.098** 7.745* 4.363 25.379***

    주): * = 유의수  0.05이하, ** = 유의수  0.01이하, ***= 유의수  0.001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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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실시 후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7가지 항목 

        모두에 해 교육 실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 이 감소하고 동의 수를 구체

        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실시 후 정확한 정보를 토 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태도를 결정한 경우가 증가되었음을 시사

     □ 각 항목별 구체 인 인식의 변화는 이하에서 정리

  1> 비디오 

     □ 방사선 조사 식품 련 정보를 비디오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집단에서는 7가지

        항목 모두에 해 교육 실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 이 감소하고 동의 수를  

        구체 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며  

        후 인식의 변화를 나타낸 항목은 추가 연구 필요, 보 시 농민수입 감소, 유기농 식품  

        아님,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 학교 식 사용 등 5가지 항목이 해당되었음

  2> 책자 

     □ 방사선 조사 식품 련 정보를 책자를 통해 습득한 집단 한 7가지 항목 모두에 해

       교육 실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 이 감소하고 동의 수를 구체 으로 평가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며 후 인식의 변화  

       를 나타낸 항목은 보 시 농민수입 감소,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 확  보 , 학교   

       식 사용 등 4가지 항목이 해당되었음

  3> 강의 

     □ 방사선 조사 식품 련 정보를 문가 강의를 통해 습득한 집단 한 7가지 항목 모두

       에 해 교육 실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 이 감소하고 동의 수를 구체 으  

       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가운데 통계 으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이며 후 인식  

       의 변화를 나타낸 항목은 섭취에 한 두려움, 보 시 농민수입 감소, 유기농 식품 아님,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 등 4가지 항목이 해당되었음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세 가지 방법으로 실시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교육 형태에 따른 태도 변화여부를 비교하면,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이 태도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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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항목별 동의 수

      【표 4-1-31】교육방법에 따른 교육 후 인지도 변화비교

    

비디오 책자 강의 전체

구  분
사례
수

전 후
사례
수

전 후
사례
수

전 후
사례
수

전 후

방사선조사 처

리에 대한 더 

많은 연구 필

요

동의점수 126 5.40 5.90 169 5.46 5.98 133 5.33 5.62 433 5.40 5.85

T -2.363* -3.811*** -2.206* -4.811***

방사선조사 식

품을 먹는 것

은 두려운 일

이다

동의점수 108 5.29 4.63 169 5.00 4.56 150 5.37 4.17 427 5.20 4.44

T 2.730** 2.929** 6.197*** 6.931***

방사선조사 식

품이 보급되면 

농민수입이 감

소될 것

동의점수 84 5.08 4.00 136 4.24 4.10 98 5.02 3.93 318 4.70 4.02

T 3.781*** 0.878 5.040*** 5.498***

방사선조사 식

품은 유기농 

식품이 아니다

동의점수 108 5.48 5.06 149 5.13 4.89 124 5.69 5.31 381 5.41 5.08

T 1.695 1.486 1.916 2.947**

방사선조사 식

품을 먹는 것

은 원자력산업

을 지지하는 

것

동의점수 94 4.54 4.74 140 4.42 4.41 130 4.72 5.22 364 4.56 4.79

T -0.789 0.045 -3.031** -2.107*

식품에 대한 

방사선조사는 

현재보다 널리 

보급되어야 함

동의점수 116 4.78 5.48 155 4.03 4.85 136 3.60 4.72 407 4.10 4.99

T -3.268** -4.958*** -6.282*** -8.345***

방사선조사 식

품의 학교 단

체급식현장 사

용을 동의

동의점수 110 3.95 4.74 162 3.36 4.28 134 2.51 3.87 406 3.24 4.27

T -2.812** -6.233*** -7.800*** -9.713***

방사선조사 처

리 식품 구입

의향

동의점수 46 2.67 4.24 44 3.09 4.75 29 2.59 4.48 119 2.81 4.49

T -5.203*** -6.484** -5.554*** -9.861***

        주): * = 유의수  0.05이하, ** = 유의수  0.01이하, ***= 유의수  0.001 이하

     □ 체 으로 교육 실시 후 7가지 항목에 한 동의 수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 교육 실시 후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인식이 정 으로 환된 것은 섭취에 한 

          두려움, 보 시 농민수입 감소, 유기농 식품 아님, 확  보 , 학교 식 사용 등 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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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항목이었고, 추가 연구 필요, 원자력 산업에 한지지 2가지 항목에 해서는 인식

          이 교육 실시 후 더욱 부정 인 것으로 나타남

     □ 한,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를 토 로 방사선 조사 식품 구입 의향을 평가하는 구입 의

        향 수는 교육 실시  2.81 으로 구입하지 않겠다는 경향을 보 으나 교육 실시 후에

        는 4.49 으로 구입 의사를 나타내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됨에 따

        라 구매태도가 변화되었음을 시사

     □ 각 항목별 구체 인 인식의 변화는 이하에서 정리

  1> 비디오 

     □ 방사선 조사 식품 련 정보를 비디오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집단에서는 7가지

        항목  5가지 항목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태도의 변화를 보 는데, 정  인식  

        변화를 보인 것은 섭취에 한 두려움, 보 시 농민 수입 감소, 확  보 , 학교 식 사  

        용 등 4가지 항목이었고, 추가 연구 필요성에 한 교육 후 동의 수가 증가되어 다소  

        부정  변화를 보임

   2> 책자 

     □ 방사선 조사 식품 련 정보를 책자를 통해 습득한 집단에서는 7가지 항목  4가지 항

       목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태도의 변화를 보 는데, 정  인식 변화를 보인 것은 

        섭취에 한 두려움, 확  보 , 학교 식 사용 등 3가지 항목이었고, 추가 연구 필요성

        에 한 교육 후 동의 수가 증가되어 다소 부정  변화를 보임

   3> 강의 

     □ 방사선 조사 식품 련 정보를 문가 강의를 듣는 방법으로 습득한 집단에서는 7가지 

       항목  6가지 항목에 해 통계 으로 유의미한 태도의 변화를 보 는데, 정  인식  

        변화를 보인 것은 섭취에 한 두려움, 보 시 농민 수입 감소, 확  보 , 학교 식 사  

       용 등 4가지 항목이었고, 추가 연구 필요성과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  

       라는 항목에는 교육 후 동의 수가 증가되어 다소 부정  변화를 보임

     □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번 조사에서 실시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방법에 따른 태도 변화는 문가 강의를 들은 집단,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 책자를  

       통한 정보 습득 집단 순으로 나타나 교육 방법에 따른 태도 변화 효과의 차이가 있음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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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총론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하여 체 응답자의 73.2%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  부

분 소비자(주부)들이 방사선조사와 방사능오염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등 방사선조

사 식품에 하여 들어본 이 있다고 응답을 한 경우에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소비자 선택권을 부여하기 해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함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추가 연구의 필요성

        -방사선조사 식품과 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는지에 해서는 ‘있다’ 

73.4%, ‘없다’ 26.6%로 교육 참여자 3명  2명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

으로 나타남

       - 즉,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교육 실시 후 ‘방사선조사 처리에 해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하다’는 인식이 교육 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인지도

가 높아질수록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소비자도 증가할 것이므로 소비자 니즈에 부

응하는 정보를 제공을 하기 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함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지속 인 교육이 필요

      -  교육 후 방사선조사 식품 섭취에 한 두려움은 교육 보다 13.5% 감소한 것으로 나

타난 반면 방사선조사 식품의 보 시 ‘농민 수입이 감소할 것이다’ 에는 여 히 동의하

는 경향이 크고,  ‘유기농 식품이 아니다’ 에는 교육 에 비하여 오히려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다소 높게 나타나 지속 인 교육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 달이 필

요함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참여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

       - 소비자들로 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모니터링을 지속 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소비자 스스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안 성     신뢰성을 단

을 할 수 있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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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표시기 을 철 히 지켜 소비자들의 알권리 충족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정확한 정보가 뒷받침 된 후 방사선조사 식품의 선택여부는  

소비자의 몫이므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표시기 을 철 히 지켜 소비자들의 알권 

리를 충족시켜야 함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하여 부정 인 시각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해가 우선시

        - 방사선조사 식품의 확 보 을 한 개선방안 도출보다는 방사선조사 식품에 하여  

부정 인 시각을 갖고 있는 소비자들의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만 함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의 정 인 변화  이해도를 충족시키기 

해서는 효율 인 교육방법이 필요

       -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교육 후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소비자 인식은 정 으로 

변화된 것은 틀림없음

       - 교육 후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 이 감소하고 동의 수를 구체 으로 평가한 응

답자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 후 정확한 정보를 토 로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태도를 결정한 경우가 증가되었음을 시사

      - 교육방법별로는 비디오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습득한 집단이 타 교육방법에 비하여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의 비 이 가장 낮고, 동의 수를 구체 으로 평가한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남

      - 반면, 방사선조사 식품에 하여 정 인 인식의 변화는 문가 강의를 들은 집단이 가

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비디오를 시청한 집단, 책자를 통한 정보 습득 집단 순

으로 나타남

      - 즉, 비디오 시청의 경우 강의 시간이 10분 남짓으로 소비자들이 짧은 시간에 정보를 습

득할 수 있는 장 이 있는 반면, 정 인 인식 변화에는 문가 강의에 비해 다소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난 바 두 가지 교육방법을 하게 혼합한 효율 인 교육 방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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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교 식 양사  상 교육 매체별 방사선조사 식품  인지도 조사

 가. 연구내용  방법

  (1) 조사 상    조사 기간

 본 연구는 라남도 주 역시와 경상북도 구미 시 등 일부지역 내에 근무하는 학교 식 양사를 

상으로 하여 2007년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실시하 다. 양사의 특성상 여성의 분포가 높으

므로 여성을 상 로 조사하 다. 조사표본 수는 총 250명이 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를 제외한 

233명의 자료를 통계 처리하 다. 

  (2)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2.0) 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기술 인통계(descriptive statistics)로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고 유의성을 검증하기 해 

Chi-square test를 사용하 으며 p<0.05수 에서 실시하 다. 

  (3) 연구방법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양사의 인식을 조사하고 교육효과를 보기 해 PPT강의, Video, 책자배부 

등의 3가지 방법을 비교분석하 다. 

체  36.1%가 책자배부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PPT 강의는 33.5% 동 상은 30.5%로 나타났다. 

표 4-II-1.  교육매체

Characteristics N %

교육매체

(N=233)

책자배부 84 36.1

PPT 강의 78 33.5

동 상 71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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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연구결과  고찰

(1) 조사 상 양사들의 특성

(가) 일반  특성

   조사 상의 97.4%가 여성이며 2.6%만이 남성이었다. 연령 는 20세 ~ 30세 15.5%, 30세~40세 

59.7% 40세~50세 23.6% 50세 이상이 1.3%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문  졸업자가 2.6%, 학교 재학 

 3.0%, 학교졸업 58.4%, 학원 이상이 36.1% 경력은 10년 이상이 체의 55.4%로 가장 많았으며 

60.9%가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II-2.  학교 식 양사들의 일반  특성

 Characteristics N %

성별

(N=233)

여성 227 97.4

남성 6 2.6

연령 

(N=233)

20세 이상~30세미만 36 15.5

30세 이상~40세미만 139 59.7

40세 이상~50세미만 55 23.6

50세 이상 3 1.3

최종학력

(N=233)

문  졸업 6 2.6

학교 재학 7 3.0

학교 졸업 136 58.4

학원 이상 84 36.1

양사 경력

(N=233)

~1년 미만 8 3.4

1년 이상~5년 미만 47 20.2

5년 미만~10년 미만 49 21.0

10년 이상 129 55.4

고용형태

(N=233)

정규직 142 60.9

계약직 84 36.1

임시직(일용직) 7 3.0

(나) 지역분포

    조사지역을 살펴보면 라남도 주가 45.9%, 경상북도 구미가 54.1%를 차지하 다.  

표 4-II-3.  지역분포  

Characteristics N %

지역구분

(N=233)

주 107 45.9

구미 126 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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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학교구분

    조사 상의 51.5%가 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었으며 학교는 45.9% 고등학교가 1.7% . 고등

학교에서는 1.3%만이 조사 되었다.

표 4-II-4.  학교 구분

Characteristics N %

학교 구분

(N=233)

등학교 119 51.1

학교 107 45.9

고등학교 4 1.7

. 고등학교 3 1.3

(2) 단체 식 양사들의 식에 한 견해

(가) 식을 비하는 과정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양사들이 식을 비하는 과정 에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생안 으로 체의 

46.4%를 차지하 다. 그 다음으로는 양가 > 피 식자의 기호 > 식단의 다양화 > 비용/ 산 > 열량 

> 조리의 간편성> 조리시설능력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II-5. 식을 비하는 과정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Characteristics  N %

식을 비하는 과정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N=233)

양가 40 17.2

열량(칼로리) 8 3.4

생안 108 46.4

비용/ 산 21 9.0

조리의 간편성 1 0.4

피 식자의 기호 30 12.9

식단의 다양화 24 10.3

조리시설능력 1 0.4

(나)  피 식자의 식 만족도 평가 시, 가장 우선 시 되는 요소 

  피 식자들의 식 만족도 평가 시 가장 우선시되는 요소는 조리의 간편성으로 체의 63.9%를 차

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식단의 다양화 > 생안 , 양가 > 피 식자의 기호 > 열량(칼로리)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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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I-6. 피 식자의 식 만족도 평가 시, 가장 우선 시 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Characteristics  N %

피 식자의 식 만족도 평가 시, 

가장 우선 시 되는 요소

(N=233)

양가 11 4.7

열량(칼로리) 2 0.9

생안 11 4.7

조리의 간편성 149 63.9

피 식자의 기호 7 3.0

식단의 다양화 53 22.7

(다) 식 생 리 항목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식 종사자의 생 리항목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체의 39.5%를 차지하는 식 종

사자의 생 리 항목이었다.  그 다음으로 안 한 식 재료의 반입> 식시설의 생 리> 식 재료의 

생   처리> 한 조리 순서로 조사되었다. 

표 4-II-7. 식 생 리 항목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Characteristics  N %

식 생 리 항목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N=233)

식 종사자의  생 리 92 39.5

식시설 생 리 27 11.6

안 한 식 재료 반입 75 32.2

식 재료의 생   처리 23 9.9

한 조리 16 6.9

(라) 식품 생사고(식 독 사고) 소식을 듣게 되는 경로

  조사 상의 51.1%가 텔 비 , 라디오의 뉴스를 통해서 식품 생사고를 듣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인터넷 포털/ 뉴스 20.2%, 본사/동료 등  식업 종사자 16.3% 가족/친구 등 주  사람

들 2.1%로  가장 게 나타났다. 텔 비 , 라디오의 뉴스를 통해 듣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

고 있었던 반면, 같은 매체이지만 텔 비 , 라디오의 건강/음식에서 소식을 하는 비율은 게 나

타났다. 더불어 같은 매체 간에서도 어떤 로인가에 따라서 하는 비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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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I-8. 식품 생사고(식 독 사고) 소식은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듣게 되십니까?

Characteristics N %

식품 생사고

(식 독 사고)를  듣게 되는 경로 

(N=233)

가족/친구 등 주  사람 5 2.1

본사/동료 등  식업 종사자 38 16.3

텔 비 , 라디오의  뉴스 119 51.1

텔 비 , 라디오의 건강/음식 14 6.0

인터넷 포털/ 뉴스 47 20.2

련 학회/ 회/업계의 이메일 10 4.3

(마) 식품 생사고를 이기 한 정보원

  식품 생사고를 이기 해서 찾는 정보원이 있다가 체의 96.1%로 다수의 양사들이 정보원

을 통해 정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II-9. 식품 생사고를 이기 한 정보원의 유무

Characteristics N %

정보원의 유무

(N=233)

있다 224 96.1

없다 9 3.9

(바) 정보원의 종류

  조사 상자들이 주로 찾는 정보원으로는 인터넷이 66.1%로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

음으로 학회/ 회 15.5%, 련도서  자료 12.4%, 집단  식업 종사자 5.2%, 기타 0.9%의 순서로 조

사되었다. 

표 4-II-10 정보원의  종류

Characteristics N %

정보원의 종류

(N=233)

집단  식업 종사자 12 5.2

인터넷 154 66.1

련 도서  자료 29 12.4

학회/ 회 36 15.5

기타 2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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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매체

  인터넷이 39.9%, 소식지/자료집/리 렛 26.6% , 학술지/ /잡지가 10.7%, 주 사람 8.6%,  방송

(텔 비 /라디오) 6.9%, 기타 6.0%, 책(단행본) 1.3%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II-11.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매체는 무엇입니까?

 Characteristics N %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를 제공해 주었던 

매체의 종류

(N=233)

책(단행본) 3 1.3

학술지/ /잡지 25 10.7

소식지/자료집/리 렛 62 26.6

방송(텔 비 /라디오) 16 6.9

인터넷 93 39.9

주 사람 20 8.6

기타 14 6.0

(아)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 제공자

   조사 상의 47.7%가 양 련 책자를 통해 가장 큰 도움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II-12.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 제공자는 무엇입니까?

 Characteristics N %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 제공자

(N=174)

양 련책자 83 47.7

한 양사 회 12 6.9

식품의약품안 청 5 2.9

교육청 27 15.5

매체 18 10.3

생교육 련책자 7 4.0

동료 양사 8 4.6

각종학회지 8 4.6

검색엔진 6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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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내용

  “식 독 방. 생 리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반이상의 

양사들이 생 리에 해 많은 주 를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II-13.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내용은 무엇입니까?

 Characteristics N %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내용

(N=149)

식 독 발생 황 17 11.4

식 독 발생시 처요령 8 5.4

식 독 방. 생 리법 91 61.1

HACCP 련정보 12 8.1

식안 사항에 

한정보습득
4 2.7

양에 한 반 인 내용 9 6.0

식품 생 련사항 1 0.7

조리방법 7 4.7

(차) 식 독 사고를 이기 해 가장 필요한 책

  여러 가지 책들 에서도 체의 41.2%를 차지하고 있었던 식시설 확충이 식 독 사고를 이

기 해서 가장 필요한 책이라고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식과정 생 리 강화> 생교육을 

강화> 식과정의 생 리 강화 >  생  식 재료를 한 가공 기술의 개발 순으로 나타났다. 

표 4-II-14. 식 독 사고를 이기 해 가장 필요한 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Characteristics N %

식 독 사고를 이기 해 

가장 필요한 책

(N=233)

식 종사자 생교육 강화 27 11.6

식시설 확충 96 41.2

식과정 생 리 강화 81 34.8

생  식 재료를 한 

가공 기술의 개발
29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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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재 직장에서 HACCP 용여부

   체의 97.4%의 양사들이 재 HACCP을 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II-15.  재 직장에서 HACCP을 용하고 계십니까?

 Characteristics N %

재 직장에서 

HACCP 용 여부

227 97.4

아니오 6 2.6

Total 233 100.0

(3) 교육 , 단체 식 양사들의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견해

(가) 방사선조사처리 방법에 해서 들어 본  

   방사선조사처리방법에 해서 들어 본 이 있는가에 한 문항에 해서는 조사 상의 82.8%가 

들어본 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교육이 시 하다는 것으

로 사료된다.    

표 4-II-16. 방사선조사처리 방법에 해서 들어 본 이 있습니까?

 Characteristics N %

 방사선조사처리 방법에 

해서 들어 본 

(N=233)

없다 18 7.7

들어본 은 있으나, 잘 모른다. 193 82.8

들어본 이 있으며, 잘 알고 있다. 22 9.4

(나) 교육 , 방사선조사 식품하면 연상 되는 단어 <유형 : 개방형 질문> 

 ① 교육 , 연상되는 단어

  양사의 1/4가량(29.1%)이 방사선조사 식품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감자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거부. 험 17.9%가 2 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 자변형.GMO가 15.4%, 방사능이 

11.1% 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 이 음에도 불구하고 식품 장법이나 발아억제라는 단어를 떠올

리는 것으로 보아 26.5%의 양사들은 방사선조사식품에 해서 들어 본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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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I-15. 교육 , 방사선조사 식품하면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Characteristics N %

교육  ,

방사선조사 식품하면 

연상된 단어

감자 34 29.1

 거부. 험 21 17.9

유 자변형. GMO 18 15.4

방사능 13 11.1

 식품 장법 11 9.4

 발아억제 7 6.0

콩 6 5.1

 가공식품 3 2.6

3 2.6

 토르트식품 1 0.9

Total 117 100.0

② 교육 ,  매체별 연상되는 단어의 빈도 수 

  연상되는 단어의 빈도수는 교육 매체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 다. 교육매체를 하기 , 책자를 

할 그룹에서는 ‘감자’가 31.8%, PPT강의를 할 그룹에서는 ‘콩’ 23.8%, 동 상강의를 할 그룹에

서는 ‘거부. 험’이 35.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 으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 책자

   교육 매체를 통해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정보를 하기 , 가장 많이 연상되는 단어로 ‘감자’ 

> ‘식품 장법’ > ‘콩’ > ‘거부, 험’ > ‘유 자변형, GMO’ > ‘발아억제’ > ‘방사능’ > ‘ 토르트 식품’

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매체 연상된 단어 N % P-value

책자

N(%)

감자 14 31.8

<0.05 
*

식품 장법 9 20.5

콩 6 13.6

거부, 험 5 11.4

유 자변형,GMO 4 9.1

발아억제 3 6.8

방사능 2 4.5

토르트식품 1 2.3

Total 44 100.0

         카이 값 : 34.484 / p값 :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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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T강의

  교육 매체를 통해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정보를 하기 , 가장 많이 연상되는 단어로 ‘콩’ > 

‘감자’ > ‘거부, 험’ > ‘유 자변형, GMO’ > ‘방사능’ > ‘ ’ > ‘식품 장법’ > ‘발아억제’ 의 순으로 나

타났다.

        

교육매체 연상된 단어 N % P-value

PPT강의

N(%)

콩 10 23.8

<0.05 
*

감자 9 21.4

거부, 험 5 11.9

유 자변형, GMO 5 11.9

방사능 4 9.5

3 7.1

식품 장법 2 4.8

발아억제 2 4.8

가공식품 2 4.8

Total 42 100.0

 카이 값 : 34.484 / p값 : 0.011

 ㉰  동 상

  교육 매체를 통해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정보를 하기 , 가장 많이 연상되는 단어로 ‘거부, 

험’ > ‘감자’ > ‘유 자변형, GMO’ > ‘콩’ > ‘발아억제’ > ‘가공식품’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교육매체 연상된 단어 N % P-value

동 상

N(%)

거부, 험 11 35.5

<0.05 *

감자 11 35.5

유 자변형, GMO 4 12.9

콩 2 6.5

발아억제 2 6.5

가공식품 1 3.2

Total 31 100.0

χ2
 : 34.484, p값 : 0.011

 ③ 교육 , 의 응답결과가 연상된 이유

   방사선 조사 식품과 련하여 의 응답결과가 연상되었던 이유로 ‘ 매체  책자를 통해서 

해 본 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항목이 52.1%로 체 응답의 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상자들

이 과거에 해 본 이 있었거나 과거의 교육 경험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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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I- 16. 교육 ,  연상된 이유

 Characteristics N %

교육 ,  연상된 이유

매체  책자를 통해 했기 때문 49 52.1

과거의 교육 경험 때문 26 27.7

유 자조작식품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 12 12.8

방사능을 연상시키기 때문 7 7.4

Total 94 100.0

(4) 교육 후, 단체 식 양사들의 방사선 조사에 한 견해

  (가) 교육 후, 방사선 조사 식품하면 연상되는 단어 <유형 : 개방형 질문> 

   ① 교육 후, 연상되는 단어

   교육 후, 연상되는 단어에는 ‘ 장성 향상’이 체의 36.8%로 교육  ‘발아억제’, ‘식품 장법’이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 , 연

상된 단어에는 ‘거부. 험’, ‘방사능’ ‘유 자 변형. GMO’ 등의 부정  이미지가 체의 44.4%를 차지

하고 있는 반면, 교육 후에는 ‘유해물질’, ‘부작용’, ‘방사능’ 등의 부정 인 이미지에 한 응답율은 

체의 11.8%로 교육  보다 상 으로 낮게 조사되었다. 특히, ‘방사능’은 11.1%에서 0.9%로 

감소 한 것으로 보아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부정  이미지에 한 인식은 상 으로 어든 것으

로 사료 된다.

표 4-II-17.  교육 후, 방사선 조사식품하면 연상되는 단어

 Characteristics N %

연상되는 단어

장성 향상 84 36.8

감자 43 18.9

부작용 22 9.6

사멸. 멸균 19 8.3

육류 19 8.3

발아억제 15 6.6

라면스 6 2.6

미생물의 DNA 괴 6 2.6

콩 3 1.3

유해물질 3 1.3

방사능 2 0.9

Total 70 228 100.0

 ② 교육 후, 매체별 연상되는 단어의 빈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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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매체를 한 후, 교육 과 마찬가지로 연상되는 단어의 빈도수는 교육 매체별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책자‘와 ’PPT강의‘ ’동 상 강의‘가 각 각 35.7%, 37.8%, 37.1%로 ‘ 장성 향상’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 그룹간의 유의성이 반 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책자

  책자를 통해 방사선 조사 식품을 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에는 ‘ 장성 향상’이 체의35.7%로 가

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감자’ > ‘발아억제’ > ‘유해물질, 부작용’ > ‘사멸, 멸균’ > ‘미생물

의 DNA 괴’, ‘육류’, ‘콩’ > ‘라면스 , 방사선’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II-18. 책자 교육 후 방사선 연상 단어 빈도수

교육매체 연상된 단어 N % P-value

책자

N(%)

장성 향상 30 35.7

<0.001 
***

감자 19 22.6

발아억제 9 10.7

유해물질, 부작용 7 8.3

사멸, 멸균 6 7.1

미생물의 DNA 괴 5 6.0

육류 5 6.0

콩 5 6.0

라면스 1 1.2

방사선 1 1.2

Total 84 100.0

     χ2
 : 56.501, p값 : 0.000

 ㉯ PPT강의

   PPT강의를 통해 방사선 조사 식품을 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에는 ‘ 장성 향상’이 체의 37.8%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감자’ > ‘유해물질. 부작용’ > ‘육류’ > ‘라면스

’ > ‘발아억제’ > ‘육류’ > ‘라면스 ’ > ‘발아억제’ > ‘콩’ > ‘군 식품, 우주식품’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II-19. 강의 교육 후 방사선 연상 단어 빈도수

교육매체 연상된 단어 N % P-value

책자

N(%)

장성 향상 28 37.8

<0.001 ***

감자 15 20.3

유해물질. 부작용 11 14.9

육류 8 10.8

라면스 5 6.8

발아억제 4 5.4

콩 2 2.7

군 식품, 우주식품 1 1.4

Total 7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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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χ2
 : 56.501, p값 : 0.000

 ㉰동 상

  동 상 강의를 통해 방사선 조사 식품을 했을 때, 연상되는 단어로 의 두 매체와 동일하게 ‘ 장

성 향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사멸, 멸균’ > ‘감자’ > ‘육류’ > ‘군 식

품, 우주식품’ > ‘유해물질, 부작용’ > ‘방사선, 유해물질’ > ‘미생물의 DNA 괴’ > ‘방사선’ 순으로 나

타났다.

표  4-II-20. 동 상 교육 후 방사선 연상 단어 빈도수

교육매체 연상된 단어 N % P-value

책자

N(%)

장성 향상 26 37.1

<0.001 
***

사멸, 멸균 13 18.6

감자 9 12.9

육류 6 8.6

군 식품, 우주식품 5 7.1

유해물질, 부작용 4 5.7

방사선, 유해물질 3 4.3

미생물의 DNA 괴 1 1.4

방사선 1 1.4

Total 70 100

     

χ2: 56.501 / p값 : 0.000

   ③ 교육 후, 연상된 이유

  ‘방사선 조사의 결과를 본 후’에 연상되었다는 응답이 31.8%로 체의 1/3을 차지하고 있었

으며 ‘방사선 조사 과정이 생각나서’ 26.6%, ‘방사선 조사 상이 생각나서’ 22.0%의 순으로 나

타났다. 부정 인 이미지를 떠올린 이유로는 ‘안 성 여부가 의심 되서’, ‘선입견 때문에’가 각 

각 13.6%, 3.7%로 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었다. 체 으로 19.6%의 상자가 교육 후에도 

방사선조사식품에 하여 부정 인 인식을 견지하고 있었다.

표 4-II-21. 교육 후 방사선 련 단어 연상된 이유

 Characteristics N %

연상된 이유

본 교육: 방사선 조사 후의 결과를 보고 68 31.8

본 교육: 방사선 조사 과정이 생각나서 57 26.6

본 교육: 방사선 조사 상이 생각나서 47 22.0

안 성 여부가 의심 되서 29 13.6

선입견 때문에 8 3.7

도입 시기가 아직 이르다고 생각 되서 5 2.3

Total 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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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사선조사식품에 해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 다 응답 

  ‘안 성과 련된 검증자료’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아 양사들이 안 성에 을 두고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II-22. 교육 후 방사선 조사식품에 해 알고 싶은 내용

 Characteristics N %

방사선조사식품에 해서 

알고 싶은 

추가 내용

안 성과 련 된 검증자료 187 36.0

방사선조사 허용식품의 범  107  20.6 

방사선조사에 재한 법  규제 72 13.9 

방사선조사의 이  69 13.3 

방사선조사에 한 국내외 소비자 황 45 8.7

방사선조사의 해외 이용실태  39 7.5 

Total 519 100.0

 (다) 교육 후,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인식정도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인식정도는 5  척도를 이용해서 조사하 다.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가?’에 한 질문은 5  만   4.28 으로 

‘그 다’라는 반응이 체의 82.4%로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에 한 질문은 5  만  에 3.55 이며 

체의 54.5%정도가 방사선조사식품에 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조사 식품으로 인해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5

 만  에 2.89 이 으며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체의 44.4%로 방사선 조사 

식품과 농민들의 수입을 연 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조사 식품과 유기농 식품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

는다’라는 질문은 5  만  4.05 이 으며 체의 76.9%가 방사선 식품과 유기농 식품이 ‘동

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약 59.1%가 ‘지지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

이 리 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 응답으로 ‘그 지 않다’가 

37.5%, ‘그 다’가 39.2%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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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을 식 장에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5  만   3 이며 수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식 장에서 사용할 

것인가에 해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사료된다.

표 4-II-23.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식정도

 Characteristics

(N=233)

1

(N(%))

2

(N(%))

3

(N(%))

4

(N(%))

5

(N(%))
Mean±S.D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1.8)

12

(5.3)

24

(10.6)

63

(27.9)

123

(54.5)
4.28±0.97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 입니까?

8

(3.4)

37

(16.7)

56

(25.2)

68

(30.6)

53

(23.9)
3.55±1.13

방사선조사 식품으로 인해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3

(11.4)

67

(33.0)

44

(21.7)

47

(23.2)

22

(10.8)
2.89±1.20

방사선조사 식품과 유기농 식품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15

(6.8)

17

(7.7)

19

(8.6)

60

(27.1)

110

(49.8)
4.05±1.22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7

(7.9)

37

(17.2)

34

(15.8)

90

(41.9)

37

(17.2)
3.43±1.19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이 리 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5

(11.7)

55

(25.8)

51

(23.9)

58

(27.9)

24

(11.3)
3.0±1.20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을 식 장에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25

(11.7)

55

(25.8)

51

(23.9)

58

(27.2)

24

(11.3)
3.0±1.20

 ※   그 지  않다 - 1 ,  체로 그 지 않다 - 2 ,   보통이다 - 3 ,   체로 그러하다 - 4 ,   

       매우 그 다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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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교 식 양사 상 일반특성별 방사선 조사 식품 인지도 

  (가)  식 생 리 항목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연령과 학력, 경력, 직장에 계없이 식 생 리 항목  ‘ 식 종사자의 생 리’를 가장 요

하게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안 한 식재료 반입’ > ‘ 식시설의 생 리’ > ‘식재료의 

생   처리’ > ‘ 한 조리’ 순으로 조사되었다. 각 집단별로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표  4-II-24.  식 생 리 항목  가장 요하게 생각하는 항목 

변    인 구     분

식

종사자 

생 리

N(%)

식시설

생 리

N(%)

안 한

식재료 

반입

N(%)

식재료의 

생  

 처리

N(%)

한 

조리

N(%)

Total

N(%)
P-value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16(44.4) 8(22.2) 5(13.9) 3(8.3) 4(11.1) 36(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51(36.7) 17(12.2) 47(33.8) 16(11.5) 8(5.8) 139(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23(41.8) 2(3.6) 22(40.0) 4(7.3) 4(7.3) 55(100.0)

50세 이상 2(66.7) 0(0.0) 1(33.3) 0(0.0) 0(0.0) 3(100.0)

학력

문 졸업 2(33.3) 1(16.7) 1(16.7) 1(16.7) 1(16.7) 6(100.0)

NS학교졸업 50(35.0) 14(9.8) 54(37.8) 15(10.5) 10(7.0) 143(100.0)

학원이상 40(47.6) 12(14.3) 20(23.8) 7(8.3) 5(6.0) 84(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0(0.0) 2(25.0) 3(37.5) 2(25.0) 1(12.5) 8(100.0)

 NS
1년 이상 ～ 5년 미만 20(42.6) 8(17.0) 15(31.9) 2(4.3) 2(4.3) 47(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23(48.9) 3(6.1) 12(24.5) 6(12.2) 5(10.2) 49(100.0)

10년 이상 49(38.0) 14(10.9) 45(34.9) 13(10.1) 8(6.2) 129(100.0)

직장

구분

등학교 45(37.8) 15(12.6) 42(35.3) 10(8.4) 7(5.9) 119(100.0)

 NS
학교 45(42.1) 12(11.2) 30(28.0) 11(10.3) 9(8.4) 107(100.0)

고등학교 2(50.0) 0(0.0) 0(0.0) 2(50.0) 0(0.0) 4(100.0)

, 고등학교 0(0.0) 0(0.0) 3(100.0) 0(0.0) 0(0.0) 3(100.0)

Total 92(39.5) 27(11.6) 75(32.2) 23(9.9) 16(6.9) 233(100.0)

연령- χ2
: 19.323 / p값: 0.564       학력 - χ2

: 8.408 / P값: 0.395     

경력 - χ2
: 17.453 / p값: 0.683      직장 구분 - χ2

:17.112 / P값: 0.145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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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피 식자의 만족도 평가 시, 가장 우선시 하는 항목

  연령과 학력, 경력, 직장에 계없이 체의 63.9%가 피 식자의 만족도를 평가 할 때 ‘조리의 간편

성’을 가장 우선 시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식단의 다양화’ > ‘ 양가’, ‘ 생안 ’ > ‘피 식자의 

기호’ > ‘열량’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50세’를 제외한  ‘연령 ’에서도 ‘조리의 간편성’을 가장 우선 시 하고 있었

으며 그룹별로 우선 시하는 항목의 순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하 다.  

‘학력간’에는 각 각 66.7%, 62.9%, 65.5%로 ‘조리의 간편성’이 제일 높게 조사되었으며 ‘ 양사 경력’, 

‘직장’별로도 ‘조리의 간편성’이 체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 으로 유

의성은 없었다. 

표  4-II-25. 피 식자의 만족도 평가 시, 가장 우선시 하는 항목

변    인 구     분
양가

N(%)

열량

N(%)

생

안

N(%)

조리의

간편성

N(%)

피  식자의 

기호

N(%)

식단의 

다양화

N(%)

Total

N(%)
P-value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1(2.8) 0(0.0) 3(8.3) 17(47.2) 1(2.8) 14(38.9) 36(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7(5.0) 0(0.0) 5(3.6) 100(71.9) 4(2.9) 23(16.5) 129(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2(5.0) 2(3.6) 3(5.5) 31(56.4) 2(3.6) 15(27.3) 55(100.0)

50세 이상 1(33.3) 0(0.0) 0(0.0) 1(33.3) 0(0.0) 1(33.3) 3(100.0)

학력

문 졸업 0(0.0) 0(0.0) 1(16.7) 4(66.7) 0(0.0) 1(16.7) 6(100.0)

 NS학교졸업 8(5.6) 2(1.4) 10(7.0) 90(62.9) 5(3.5) 28(19.6) 143(100.0)

학원이상 3(3.6) 0(0.0) 0(0.0) 55(65.5) 2(2.4) 24(28.6) 84(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1(12.5) 0(0.0) 1(12.5) 4(50.0) 0(0.0) 2(25.0) 8(100.0)

 NS
1년 이상 ～ 5년 미만 1(2.1) 0(0.0) 4(8.5) 28(59.6) 1(2.1) 13(27.7) 47(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1(2.1) 0(0.0) 1(2.0) 30(61.2) 1(2.0) 16(32.7) 49(100.0)

10년 이상 8(6.2) 2(1.6) 5(3.9) 87(67.4) 5(3.9) 22(17.1) 129(100.0)

직장 

구분

등학교 7(5.9) 1(0.8) 6(5.0) 82(68.9) 3(2.5) 20(16.8) 119(100.0)

 NS
학교 4(3.7) 1(0.9) 5(4.7) 60(56.1) 4(3.7) 33(30.8) 107(100.0)

고등학교 0(0.0) 0(0.0) 0(0.0) 4(100.0) 0(0.0) 0(0.0) 4(100.0)

, 고등학교 0(0.0) 0(0.0) 0(0.0) 3(100.0) 0(0.0) 0(0.0) 3(100.0)

Total 11(4.7) 2(0.9) 11(4.7) 149(63.9) 7(3.0) 53(22.7) 233(100.0)

  연령- χ2
: 24.892 / p값: 0.051     학력 -  χ2

: 11.796 / p값: 0.299        

   경력 -  χ2
: 14.041 / P값: 0.522    직장구분 -  χ2

: 11.247 / p값: 0.735    

 ※ NS: Not significance



- 205 -

  (다)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를 제공해  매체

  ‘연령’별에 계없이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체의 39.9%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 따라서도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 양사경력’에서는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들이 ‘소식지/자료집/리 렛’을 통해 정보를 얻

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7.5%로 가장 높았으며 ‘주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 라고 답한 비율

은 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1년 이상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터넷’이라고 

응답한 것에 반해 ‘1년 미만’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했던 ‘소식지/자료집/리 렛’은 2 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 ‘ 양사경력’에 해서는 유의 인 차이가 존재하 다(P<0.05). ‘직장별’에서도 ‘인터넷’

을 통해 정보를 얻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성이 존재하 다. 

 반 으로 ‘인터넷’ > ‘소식지/자료집/리 렛’ > ‘학술지/ /잡지' > '주 사람’ > ‘방송(텔 비

/라디오)’ > ‘기타’ > ‘책(단행본)’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4-II-26.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정보를 제공해  매체 

변    인 구     분

책

(단행

본)

N(%)

학술지/

/잡지

N(%)

소식지/

자료집/

리 렛

N(%)

방송

(텔 비 /

라디오)

N(%)

인터넷

N(%)

주

사람

N(%)

기타

N(%)

Total

N(%)
P-value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0(0.0) 1(2.8) 8(22.2) 1(2.8) 19(52.8) 6(16.7) 1(2.8) 36(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3(22) 12(8.6) 40(28.8) 7(5.0) 54(38.8) 12(8.6) 11(7.9) 139(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0(0.0) 11(20.0) 14(25.5) 8(14.5) 18(32.7) 2(3.6) 2(3.6) 55(100.0)

50세 이상 0(0.0) 1(33.3) 0(0.0) 0(0.0) 2(66.7) 0(0.0) 0(0.0) 3(100.0)

학력

문 졸업 0(0.0) 1(16.7) 2(33.3) 0(0.0) 3(50.0) 0(0.0) 0(0.0) 6(100.0)

NS학교졸업 0(0.0) 21(14.7) 40(28.0) 12(8.4) 48(33.6) 10(7.0) 12(8.4) 143(100.0)

학원이상 3(3.6) 3(3.6) 20(23.8) 4(4.8) 42(50.0) 10(11.9) 2(2.4) 84(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0(0.0) 1(12.5) 3(37.5) 1(12.5) 1(12.5) 2(25.0) 0(0.0) 8(100.0)

<0.05*

1년 이상 ～ 5년 미만 0(0.0) 2(4.3) 10(21.3) 0(0.0) 24(51.1) 8(17.0) 3(6.4) 47(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2(4.1) 1(2.0) 14(28.6) 2(4.1) 23(46.9) 6(12.2) 1(2.0) 49(100.0)

10년 이상 1(0.8) 21(16.3) 35(27.1) 13(10.1) 45(34.9) 4(3.1) 10(7.8) 129(100.0)

직장

구분

등학교 2(1.7) 17(14.3) 38(31.9) 10(8.4) 37(31.1) 5(4.2) 10(8.4) 119(100.0)

<0.05*

학교 1(0.9) 7(6.5) 23(21.5) 4(3.7) 54(50.5) 14(13.1) 4(3.7) 107(100.0)

고등학교 0(0.0) 0(0.0) 0(0.0) 2(50.0) 2(50.0) 0(0.0) 0(0.0) 4(100.0)

, 고등학교 0(0.0) 1(33.3) 1(33.3) 0(0.0) 0(0.0) 1(33.3) 0(0.0) 3(100.0)

Total 3(1.3) 25(10.7) 62(26.6) 16(6.9) 93(39.9) 20(8.6) 14(6.0) 233(100.0)

 연령- χ2
: 27.877 / p값: 0.064    학력 -  χ2

: 22.808 / p값: 0.029    

  경력 -  χ2
: 38.497 / P값: 0.003   직장구분  -  χ2

: 38.508 / p값: 0.003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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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방사선조사 인지도

  반 으로 연령과 학력, 경력에 계없이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해 들어 본 은 있으나 잘 모른다’

라는 응답이 체의 8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력에 따라 유의성이 나타났다. 특히 학력에 따

라서는 학교 졸업이나 학원 이상인 경우에도 61.1%, 84,5%가 ‘잘모른다’고 응답하여 교육정도와 

방사선처리방법에 한 지식은 연 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력에 따라 분석하여 보았을 

때 표본수가 작기는 하지만 경력이 짧을수록, 즉  ‘1년 미만’인 경우에 방사선조사방법에 하여 잘 

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 , 고등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그룹에서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해 들어 본 은 있으나 잘 모른다’ 라고 응답한 비율이 월등히 높았으며 집단 

간의 유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표 4-II-27.  방사선조사처리 방법에 한 인지도

변    인 구     분
1 2 3 Total

P-value
N(%)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3(8.3) 28(77.8) 5(13.9) 36(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10(7.2) 120(86.3) 9(6.5) 139(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4(7.3) 44(80.0) 7(12.7) 55(100.0)

50세 이상 1(33.3) 1(33.3) 1(33.3) 3(100.0)

학력

문 졸업 2(33.3) 4(66.7) 0(0.0) 6(100.0)

NS학교졸업 10(55.6) 118(61.1) 15(68.2) 143(100.0)

학원이상 6(7.1) 71(84.5) 7(8.3) 84(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2(25.0) 3(37.5) 3(37.5) 8(100.0)

 <0.05 *
1년 이상 ～ 5년 미만 5(10.6) 37(78.7) 5(10.6) 47(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4(8.2) 43(87.8) 2(4.1) 49(100.0)

10년 이상 7(5.4) 110(85.3) 12(9.3) 129(100.0)

근무지

등학교 8(6.7) 100(84.0) 11(9.2) 119(100.0)

<0.001 ***
학교 10(9.3) 89(83.2) 8(7.5) 107(100.0)

고등학교 0(0.0) 4(100.0) 0(0.0) 4(100.0)

,고등학교 0(0.0) 0(0.0) 3(100.0) 3(100.0)

Total 18(7.7) 193(82.8) 22(9.4) 233(100.0)

 ※ 3  척도:  없다. 처음 듣는다- 1, 들어본  있으나,  잘 모른다-2,   들어본 이 있으며, 알고 있다-  3

 연령- χ2
: 8.379 / p값: 0.212     학력 - χ2

: 6.291 / P값:0.178       

 경력 - χ2
: 15.053 / p값: 0.020   근무지 - χ2

: 30.585 / P값:0.000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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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견해 

   ①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그러하다’라는 응답이 체의 

54.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학력에 따라서는 문  졸업과 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집단이 각 각 60.0%와 52.5%, 57.3%로 

집단 모두 ‘매우 그러하다’라는 응답을 보 으며 학력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경력에 따라서는 ‘ 체로 그러하다’와 ‘매우 그러하다’라는 응답이 ‘그러하지 않다’라는 응답보다 높

게 나타났으며 집단간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양사 경력이 많은, 즉 상 으로 연령이 높은 응답자

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하여 더 잘 모르고 있었으며 따라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연령, 학력, 경력, 직장의 구분 없이 체의 82.3%가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에 해 정 으로 응답하 으며 단지 7.1%만이 ‘그러하지 않다’라고 응

답하 다. 

표 4-II-28.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의 여부

변    인 구     분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0(0.0) 2(6.1) 4(12.1) 13(39.4) 14(42.4) 36(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3(2.2) 8(5.8) 16(11.6) 33(23.9) 78(56.5) 138(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1(1.9) 2(3.8) 4(7.7) 17(32.7) 2(53.8) 52(100.0)

50세 이상 0(0.0) 0(0.0) 0(0.0) 0(0.0) 3(100.0) 3(100.0)

학력

문 졸업 0(0.0) 0(0.0) 1(20.0) 1(20.0) 3(60.0) 5(100.0)

NS학교졸업 3(2.2) 9(6.5) 15(10.8) 39(28.1) 73(52.5) 139(100.0)

학원이상 1(1.2) 3(3.7) 8(9.8) 23(28.0) 47(57.3) 82(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0(0.0) 0(0.0) 0(0.0) 4(50.0) 2(25.0) 6(100.0)

NS
1년 이상 ～ 5년 미만 0(0.0) 3(6.4) 7(15) 11(23.4) 23(23.4) 44(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0(0.0) 2(4.1) 5(10) 16(32.7) 25(51.0) 48(100.0)

10년 이상 4(3.1) 7(5.5) 12(9.4) 32(25.0) 73(57.0) 128(100.0)

직장구분

등학교 3(2.5) 7(5.9) 12(10.1) 29(24.4) 68(57.1) 119(100.0)

NS
학교 1(1.0) 5(5.0) 11(10.9) 33(32.7) 51(50.5) 101(100.0)

고등학교 0(0.0) 0(0.0) 0(0.0) 1(33.3) 2(66.7) 3(100.0)

, 고등학교 0(0.0) 0(0.0) 1(33.3) 0(0.0) 2(66.7) 3(100.0)

Total 4(1.8) 12(5.3) 24(10.6) 63(27.9) 123(54.4) 226(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연령- χ2
: 7.919 / p값: 0.791     학력 - χ2

: 2.226 / P값: 0.973       

  경력 -χ2
: 10.677 / p값: 0.557  직장구분- χ2

:5.905 / p값:0.921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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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두려움 정도 

  체의 54.5%가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에 해서 ‘매우 그 다’라고 응답

하 으며 ‘  그 지 않다’, ‘ 체로 그 지 않다’가 각각 1.8%, 5.3%인 것에 반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연령, 학력, 경력, 직장별로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두려움 정도는 유의 이지 않았다. 

표 4-II-29.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두려움 정도 

변    인 구     분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5(14.3) 4(11.4) 10(28.6) 11(31.4) 5(14.3) 35(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2(1.5) 25(18.8) 35(26.3) 36(27.1) 35(26.3) 133(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1(2.0) 7(13.7) 11(21.6) 20(39.2) 12(23.5) 51(100.0)

50세 이상 0(0.0) 1(33.3) 0(0.0) 1(33.3) 1(33.0) 3(100.0)

학력

문 졸업 0(0.0) 1(16.7) 1(16.7) 3(50.0) 1(16.7) 6(100.0)

 NS학교졸업 6(4.4) 23(16.9) 33(24.3) 45(33.1) 29(21.3) 136(100.0)

학원이상 2(2.5) 13(16.3) 22(27.5) 20(25.0) 23(28.8) 80(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1(12.5) 1(12.5) 4(50.0) 1(12.5) 1(12.5) 8((100.0)

 NS
1년 이상 ～ 5년 미만 1(2.3) 7(15.9) 14(31.8) 9(20.5) 13(29.5) 44(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3(6.4) 7(14.9) 14(29.8) 13(27.7) 10(21.3) 47(100.0)

10년 이상 3(2.4) 22(17.9) 24(19.5) 45(36.6) 29(23.6) 123(100.0)

직장

구분

등학교 3(2.7) 17(15.3) 24(21.6) 37(33.3) 30(27.0) 111(100.0)

NS
학교 5(4.8) 19(18.3) 29(27.9) 29(27.9) 22(21.2) 104(100.0)

고등학교 0(0.0) 0(0.0) 1(33.3) 2(50.0) 1(25.0) 4(100.0)

, 고등학교 0(0.0) 1(33.3) 2(66.7) 0(0.0) 0(0.0) 3(100.0)

Total 4(1.8) 12(5.3) 24(10.6) 63(27.9) 123(54.4) 222(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연령- χ2
: 19.736 / p값: 0.72     학력 - χ2

: 4.263 / P값: 0.833       

  경력 - χ2
: 13.494 / p값: 0.334  직장구분- χ2

:8.707 / p값:0.728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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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방사선조사식품으로 인한 농민들의 수입 감소 측에 한 인식

 ‘방사선조사식품으로 인해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해서 ‘ 체로 그러하다’, 

‘매우 그 다’가 각 각 23.2%, 10.8%로 체의 33.0%를 차지하고 있었다.

 ‘1년 미만’과 ‘1년 이상~5년 미만’의 양사 경력을 가진 상자들은 체의 75.0%, 31.6%가 ‘보통이

다’라고 응답했으며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상자들은 ‘ 체로 그 지않다’라고 응답하여 양사 

경력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P<0.05).

표 4-II-30.  방사선조사식품으로 인한 농민들의 수입 감소 측에 한 인식

변    인 구     분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3(9.7) 6(19.4) 11(35.5) 6(19.4) 5(16.1) 31(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14(11.4) 46(37.4) 25(20.3) 27(22.0) 11(8.9) 123(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5(10.9) 15(32.6) 8(17.4) 13(28.3) 5(10.9) 46(100.0)

50세 이상 1(33.3) 0(0.0) 0(0.0) 1(33.3) 1(33.3) 3(100.0)

학력

문 졸업 1(20.0) 0(0.0) 1(20.0) 2(40.0) 1(20.0) 5(100.0)

NS학교졸업 15(11.5) 51(38.9) 27(20.6) 26(19.8) 12(9.2) 131(100.0)

학원이상 7(10.4) 16(23.9) 16(23.9) 19(28.4) 9(13.4) 67(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0(0.0) 0(0.0) 6(75.0) 2(25.0) 0(0.0) 8(100.0)

<0.05
*

1년 이상 ～ 5년 미만 3(7.9) 11(28.9) 12(31.6) 7(18.4) 5(13.2) 38(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3(6.8) 15(34.1) 6(13.6) 12(27.3) 8(18.2) 44(100.0)

10년 이상 17(15.0) 41(36.3) 20(17.7) 26(23.0) 9(8.0) 113(100.0)

직장

직장구분

등학교 13(12.3) 41(38.7) 22(20.8) 20(18.9) 10(9.4) 106(100.0)

NS
학교 10(11.1) 24(26.7) 20(22.2) 26(28.9) 10(11.1) 90(100.0)

고등학교 0(0.0) 1(25.0) 0(0.0) 1(25.0) 2(50.0) 4(100.0)

, 고등학교 0(0.0) 1(33.3) 2(66.7) 0(0.0) 0(0.0) 3(100.0)

Total 23(11.3) 67(33.0) 44(21.7) 47(23.2) 22(10.8) 203(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연령- χ2
: 12.229 / p값: 0.427     학력 -χ2 

: 8.498 / P값: 0.386       

  경력 - χ2
: 25.842 / p값: 0.011  직장구분- χ2

:15.813 / p값:0.20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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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사선조사식품과 유기농 식품의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한 동의 정도 

  ‘방사선조사식품과 유기농 식품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에 해서 동의 하는가’에 한 질

문에 ‘ 체로 그러하다’,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27.1%, 49.8%로 체의 76.9%가 ‘동의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 다. 연령과, 학력, 직장에 해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진 않았지만 경력에 

따라서는 유의 인 차이가 매우 높게 나타나 양사 경력이 높은 층에서 방사선조사식품과 유기농 

식품을 혼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표 4-II-31. 방사선조사식품과 유기농 식품의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한 동의 정도 

변    인 구     분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4(12.1) 2(6.1) 4(12.1) 6(18.2) 17(51.5) 33(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7(5.3) 8(6.1) 10(7.6) 34(26.0) 72(55.0) 131(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3(5.6) 7(13.0) 5(9.3) 19(35.2) 20(37.0) 54(100.0)

50세 이상 1(33.3) 0(0.0) 0(0.0) 1(33.3) 1(33.3) 3(100.0)

학력

문 졸업 2(33.3) 0(0.0) 0(0.0) 0(0.0) 4(66.7) 6(100.0)

NS학교졸업 8(5.8) 13(9.5) 10(7.3) 43(31.4) 63(46.0) 137(100.0)

학원이상 5(6.4) 4(5.1) 9(11.5) 17(21.8) 43(55.1) 78(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0(0.0) 0(0.0) 1(12.5) 3(37.5) 4(50.0) 8(100.0)

<0.001***
1년 이상 ～ 5년 미만 1(2.4) 4(9.5) 9(21.4) 3(7.1) 25(59.5) 42(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7(14.9) 2(4.3) 2(4.3) 9(19.1) 27(57.4) 47(100.0)

10년 이상 7(5.6) 11(8.9) 7(5.6) 45(36.3) 54(43.5) 124(100.0)

직장

구분

등학교 8(7.1) 6(5.4) 9(8.0) 39(34.8) 50(44.6) 112(100.0)

NS
학교 7(6.9) 11(10.8) 10(9.8) 18(17.6) 56(54.9) 102(100.0)

고등학교 0(0.0) 0(0.0) 0(0.0) 1(25.0) 3(75.0) 4(100.0)

, 고등학교 0(0.0) 0(0.0) 0(0.0) 2(66.7) 1(33.3) 3(100.0)

Total 15(6.8) 17(7.7) 19(8.6) 60(27.1) 110(49.8) 221(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연령- χ2
: 13.672 / p값: 0.322     학력 - χ2

: 14.247 / P값: 0.076       

  경력 - χ2
: 32.506 / p값: 0.001    직장구분- χ2

:13.271 / p값:0.350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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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을 지지하는 것인지에 한 생각

연령별, 학력별, 경력, 직장구분에 따라서 ‘ 체로 그러하다’와 ‘매우 그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 

각 41.9%, 17.2% 즉, 체의 5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집단별로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직장별로는 ‘ 등학교’에 근무하는 양사들의 37.6%가 ‘ 체로 그러하다’라고 응답하 으며 ‘

학교’와 ‘ ,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양사들 에 20.2%와 100.0%가 원자력 산업을 지지하는 가에 

해서 ‘보통이다’라고 응답하 으며 유의 인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P<0.001).  

표 4-II-32.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을 지지 하는 것인지에 한 생각

변    인 구     분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2(5.7) 5(14.3) 7(20.0) 16(45.7) 5(14.3) 35(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11(8.5) 27(20.9) 19(14.7) 48(37.2) 24(18.6) 129(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3(6.3) 5(10.4) 8(16.7) 24(50.0) 8(16.7) 48(100.0)

50세 이상 1(33.3) 0(0.0) 0(0.0) 2(66.7) 0(0.0) 3(100.0)

학력

문 졸업 1(20.0) 0(0.0) 1(20.0) 2(40.0) 1(20.0) 5(100.0)

 NS학교졸업 11(8.4) 26(19.8) 19(14.5) 52(39.7) 23(17.6) 131(100.0)

학원이상 5(6.3) 11(13.9) 14(17.7) 36(45.6) 13(16.5) 79(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1(12.5) 1(12.5) 2(25.0) 4(50,0) 0(0.0) 8(100.0)

 NS
1년 이상 ～ 5년 미만 2(4.3) 6(12.8) 12(25.5) 18(38.3) 9(19.1) 47(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3(6.8) 7(15.9) 7(15.9) 19(43.2) 8(18.2) 44(100.0)

10년 이상 11(9.5) 23(19.8) 13(11.2) 49(42.2) 20(17.2) 116(100.0)

직장

구분

등학교 8(7.3) 26(23.9) 11(10.1) 41(37.6) 23(21.1) 109(100.0)

<0.001
***

학교 9(9.1) 10(10.1) 20(20.2) 49(4.5) 11(11.1) 99(100.0)

고등학교 0(0.0) 1(25.0) 0(0.0) 0(0.0) 3(75.0) 4(100.0)

,고등학교 0(0.0) 0(0.0) 3(100.0) 0(0.0) 0(0.0) 3(100.0)

Total 17(7.9) 37(17.2) 34(15.8) 90(41.9) 37(17.2) 215(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연령- χ2
: 9.726 / p값: 0.640     학력 - χ2

: 3.947 / P값:0.862       

  경력 - χ2: 9.170 / p값: 0.688  직장구분- χ2
:40.829 / p값:0.000

※ NS: Not significance



- 212 -

   ⑥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이 리 보  되어야 하는지에 한 생각

  반 으로 연령, 학력, 경력, 직장에 따른 유의 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 40세미만'의 그룹을 제외한 다른 그룹에서는 보 여부에 해서 

'보통‘이거나 ’ 체로 그러하다‘,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 문  졸업‘과 ’

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양사들은 ’ 체로 그러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각 각 

체의 67.3%, 26.9%를 차지하고 있었다. 

 경력에 따라서는 ‘1년 이상 ~ 5년 미만’의 양사들이 ‘ 체로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하고 있었으며 

반면,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양사들은 체 으로 보 여부에 해서 정 인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직장에 따라 ‘ 등학교’에서 근무하는 양사들의 29.1%가 ‘ 체로 그 지 않다’라는 응답을 

보이고 있었으며 ‘ 학교’와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각각의 양사들의 30.6%와 50.0%는 ‘ 체로 

그러하다’라고 응답하 다.   

표 4-II-33.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이 리 보  되어야 하는지에 한 생각

변    인 구     분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3(9.1) 9(27.3) 10(30.3) 7(21.2) 4(12.1) 36(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16(12.5) 36(28.1) 30(23.4) 33(25.8) 13(10.2) 128(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6(12.2) 10(20.4) 10(20.4) 17(34.7) 6(12.2) 49(100.0)

50세 이상 0(0.0) 0(0.0) 1(33.3) 1(33.3) 1(33.3) 3(100.0)

학력

문 졸업 0(0.0) 0(0.0) 2(33.3) 4(67.3) 0(0.0) 6(100.0)

 NS학교졸업 18(13.4) 34(25.4) 31(23.1) 36(26.9) 15(11.2) 134(100.0)

학원이상 7(9.6) 21(28.8) 18(24.7) 18(21.4) 9(12.3) 73(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1(16.7) 0(0.0) 3(50.0) 2(33.3) 0(0.0) 6(100.0)

 NS
1년 이상 ～ 5년 미만 3(6.8) 13(29.5) 12(27.3) 12(27.3) 4(9.1) 44(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3(6.7) 10(22.2) 10(22.2) 11(24.4) 11(24.4) 45(100.0)

10년 이상 18(15.3) 32(27.1) 26(22.0) 33(28.0) 9(7.6) 118(100.0)

직장

구분

등학교 16(14.5) 32(29.1) 27(24.5) 27(24.5) 8(7.3) 110(100.0)

NS

학교 9(9.2) 22(22.4) 21(21.4) 30(30.6) 16(16.3) 98(100.0)

고등학교 0(0.0) 1(50.0) 0(0.0) 1(50.0) 0(0.0) 2(100.0)

,고등학교 0(0.0) 0(0.0) 3(100.0) 0(0.0) 0(0.0) 3(100.0)

Total 25(11.7) 55(25.8) 51(23.9) 58(27.2) 24(11.3) 213(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연령- χ2
: 6.262 / p값: 0.902     학력 - χ2

: 7.758 / p값: 0.457   

   경력 - χ2
: 16.906 / P값:0.153      직장구분- χ2

: 18.235 / p값:0.109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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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을 식 장에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생각

  반 으로 연령, 학력, 경력, 직장에 따라 유의 인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식 장에서 사용할 의향에 해서 ‘  그 지 않다’, ‘ 체로 그 지 않다’가 각각 24.8%, 24,8% 

체의 49.6%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비율이 ‘사용할 의향’ 21.0%, 3,3%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세 이상 ～ 30세미만’ 그룹에 속한 양사들은 ‘  사용할 의향이 없다’라

는 비율이 체의 30.3%로 가장 높았으며 응답 간에 커다란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학력별로 ‘ 문 졸업’부터 ‘ 학원이상’까지를 살펴보면 각 응답에 따른 특별한 차이는 없었으며 

경력과 직장에 따라서도 부분들이 방사선조사식품의 사용에 해서 부정 인 응답을 보이고 있음

이 조사되었다. 

표 4-II-34.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을 식 장에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생각

변    인 구     분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10(30.3) 7(21.2) 7(21.2) 7(21.2) 2(6.1) 33(100.0)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31(24.6) 35(27.8) 35(27.6) 21(16.7) 4(3.2) 126(100.0)

40세 이상 ～ 50세미만 10(20.8) 10(20.8) 11(22.9) 16(33.3) 1(2.1) 48(100.0)

50세 이상 1(33.3) 0(0.0) 2(66.7) 0(0.0) 0(0.0) 3(100.0)

학력

문 졸업 2(33.3) 1(16.7) 2(33.3) 1(16.7) 0(0.0) 6(100.0)

 NS학교졸업 29(22.1) 38(29.0) 31(23.7) 27(20.6) 6(4.6) 131(100.0)

학원이상 21(28.8) 13(17.8) 22(30.1) 16(21.9) 1(1.4) 73(100.0)

양사

경력

1년 미만 2(33.3) 1(16.7) 3(50.0) 0(0.0) 0(0.0) 6(100.0)

 NS
1년 이상 ～ 5년 미만 11(25.6) 12(27.9) 10(23.3) 9(20.9) 1(2.3) 43(100.0)

5년 미만 ～ 10년 미만 10(22.2) 7(15.6) 14(31.1) 11(24.4) 3(6.7) 45(100.0)

10년 이상 29(25.0) 32(27.6) 28(24.1) 24(20.7) 3(2.6) 116(100.0)

직장

구분

등학교 27(25.5) 31(29.2) 27(25.5) 18(17.0) 3(2.8) 106(100.0)

NS
학교 23(23.7) 19(19.6) 25(25.8) 26(26.8) 4(4.1) 97(100.0)

고등학교 2(50.0) 2(50.0) 0(0.0) 0(0.0) 0(0.0) 4(100.0)

,고등학교 0(0.0) 0(0.0) 3(100.0) 0(0.0) 0(0.0) 3(100.0)

Total 52(24.8) 52(24.8) 55(26.2) 44(21.0) 7(3.3) 210(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연령- χ2
: 11.295 / p값: 0.504     학력 - χ2

: 6.171 / p값: 0.628   

   경력 - χ2
: 8.145 / P값:0.774      직장구분- χ2

: 17.178 / p값:0.143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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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학교 식 양사 상 교육 매체별 방사선 조사식품 인지도 분석

  (가) 교육 매체별 상자들의 분포

  책자와 PPT강의, 동 상에 참여한 양사들의 연령은 ‘30  이상～ 40세미만’이 각 각 체의 

67.9%, 56.4%, 5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집단간의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학력으로는 각 매체 모두 ‘ 학교 졸업’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유의성이 존재하

다. 경력은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양사들이 각 매체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양사들은 매우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책자와 동

상에 참여한 양사들의 부분이 즉, 51.2%, 70.4%가 ‘ 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고 있

었으며 PPT강의에서는 ‘ 학교’에서 근무하는 양사들이 가장 많았다.  

  반 으로 매체를 달리한 교육방법에 따라서 상자들의 학력, 경력, 근무지에는 유의성이 높게 나

타났다. 

표 4-II-35.  교육매체종류에 따른 일반사항

변    인 구     분
책자 PPT강의 동 상

P-value
N(%) N(%) N(%)

연령

20세 이상 ～ 30세미만 14(16.7) 15(19.2) 7(9.9)

NS
30세 이상 ～ 40세미만 57(67.9) 44(56.4) 38(53.5)

40세 이상 ～ 50세미만 13(15.5) 17(21.8) 25(35.2)

50세 이상 0(0.0) 2(2.6) 1(1.4)

학력

문 졸업 2(33.3) 3(50.0) 1(16.7)

<0.05 
*학교졸업 48(57.1) 41(52.6) 54(76.1)

학원이상 34(40.5) 34(40.5) 16(19.0)

경력

1년 미만 4(4.8) 4(5.1) 0(0.0)

<0.001 
***

1년 이상 ～ 5년 미만 19(22.6) 21(26.9) 7(9.9)

5년 미만 ～ 10년 미만 18(21.4) 25(32.1) 6(8.5)

10년 이상 43(51.2) 28(35.9) 58(81.7)

근무지

등학교 43(51.2) 26(33.3) 50(70.4)

<0.001 
***

학교 41(48.8) 49(62.8) 17(23.9)

고등학교 0(0.0) 1(1.3) 3(4.2)

, 고등학교 0(0.0) 2(2.6) 1(1.4)

Total 84(100.0) 78(100.0) 71(100.0)

 연령- χ2
: 12.359 / p값: 0.054     학력 - χ2

: 14.907 / P값:0.021       

 경력 - χ2
: 33.622 / p값: 0.000   근무지 - χ2

: 28.690 / P값:0.000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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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 근무하시는 곳에서 HACCP을 용하고 계십니까?

  교육 매체에 따라 HACCP을 용하고 있는지에 해서 ‘ ’라고 응답한 응답율은 각 각 ‘97.6%’, 

‘98.7%’, ‘95.8%’로 거의 부분이 용하고 있었으며 집단 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변    인

교육매체

P-value책자 PPT강의 동 상

N(%) N(%) N(%)

재근무하시는곳에서

HACCP을 용하고 

계십니까?

82(97.6) 77(98.7) 68(95.8)
 NS

아니오 2(2.4) 1(1.3) 3(4.2)

Total 84(100.0) 78(100.0) 71(100.0)

χ2
: 1.303 / p값: 0.521   

 ※ NS: Not significance

  (다) 교육매체별 교육 후 방사선 조사에 한 견해 비교

   ①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

  책자의 74.4%가 ‘방사선 조사에 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응답하 으며 PPT강의에서

는 86.7%, 동 상 강의에서는 86.92%로 조사되었으며 교육 매체에 따라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반 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보아 교육 내용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II-36.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의 필요성

변    인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책자 2(2.4) 3(3.7) 16(19.5) 22(26.8) 39(47.6) 82(100.0)

>0.05*

PPT

강의
2(2.7) 4(5.3) 4(5.3) 26(34.7) 39(52.0) 75(100.0)

동 상

강의
0(0.0) 5(7.2) 4(5.8) 15(21.7) 45(65.2) 69(100.0)

Total 4(1.8) 12(5.3) 24(10.6) 63(27.9) 123(54.4) 226(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χ2
: 16.741  / p값: 0.33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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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두려움 정도 

  책자와, PPT강의, 동 상 강의 모두 방사선조사식품에 해서 체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이 체의 30.9%, 31.5%, 29.4%로 가장 높았으며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해 ‘ 체로 그러하다’ ‘ 매우 그 다’ 라고 방사선조사 식품에 해 두려워하는 

정도가 높은 비율이 교육 매체와 계없이 체의 54.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교육방법에 따른 효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II-37.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두려움 정도 

변    인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책자 5(6.2) 12(14.8) 22(27.2) 25(30.9) 17(21.0) 81(100.0)

 NS

PPT

강의
1(1.4) 10(13.7) 18(24.7) 23(31.5) 21(28.8) 73(100.0)

동 상

강의
2(2.9) 15(22.1) 16(23.5) 20(29.4) 15(22.1) 68(100.0)

Total 8(3.6) 37(16.7) 56(25.2) 68(30.6) 53(23.9) 222(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χ2
: 5.685 / p값: 0.683 

※ NS: Not significance

    ③ 방사선조사식품으로 인한 농민들의 수입 감소율에 한 생각 

  책자, PPT강의, 동 상강의의 체 33.0%가 ‘ 체로 그 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방사선

조사식품과 농민들의 수입과는 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4-II-38. 방사선조사식품으로 인한 농민들의 수입 감소율에 한 생각 

변    인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책자 9(13.0) 19(27.5) 17(24.2) 18(26.1) 6(8.7) 69(100.0)

 NS

PPT

강의
8(11.3) 24(33.8) 14(19.7) 14(19.7) 11(15.5) 71(100.0)

동 상

강의
6(9.5) 24(38.1) 13(20.6) 15(23.8) 5(7.9) 63(100.0)

Total 23(11.3) 67(33.0) 44(21.7) 47(23.2) 22(10.8) 233(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χ2
: 4.761 / p값: 0.783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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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방사선조사식품과 유기농 식품의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한 동의 정도 

  체의 49.8%가 ‘매우 그 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방사선조사식품과 유기농 식품이 동일하지 

않는다는 것에 해서 동의하고 있는 정도가 체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4-II-39. 방사선조사식품과 유기농 식품의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한 동의 정도

변    인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책자 5(6.4) 5(6.4) 10(12.8) 20(25.6) 38(48.7) 79(100.0)

 NS
강의 4(5.3) 3(3.9) 7(9.2) 17(22.4) 45(59.2) 76(100.0)

동 상

강의
6(9.0) 9(13.4) 2(3.0) 23(34.3) 27(40.3) 67(100.0)

Total 15(6.8) 17(7.7) 19(8.6) 60(27.1) 110(49.8) 221(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χ2
: 13.832 / p값: 0.086 

  ※ NS: Not significance

   ⑤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을 지지하는 것인지에 한 생각

  책자, PPT강의, 동 상 강의의 각 그룹간의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

는 것이 체 으로 원자력 산업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II-40.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을 지지 하는 것인지에 한 생각

변    인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책자 4(5.0) 13(16.3) 20(25.0) 29(36.3) 14(17.5) 80(100.0)

 NS

PPT

강의
7(9.6) 12(16.4) 7(9.6) 34(46.6) 13(17.8) 73(100.0)

동 상

강의
6(9.7) 12(19.4) 7(11.3) 27(43.5) 10(16.1) 62(100.0)

Total 17(7.9) 37(17.2) 34(15.8) 90(41.9) 37(17.2) 215(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χ2
: 9.548 / p값: 0.298 

 ※ NS: Not significance

  ⑥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을 식 장에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생각

  책자에 속한 그룹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7.6%, PPT강의에 속한 그룹  ‘  그 지 않’

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3%, 동 상 강의 그룹은 ‘ 체로 그 지 않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0.9%로 

체 으로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을 사용할 의향에 해서는 부정 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방사선



- 218 -

조사식품에 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표 4-II-41. 방사선이 조사된 식품을 식 장에서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한 생각

변    인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책자 19(25.0) 15(19.7) 21(27.6) 18(23.7) 3(3.9) 76(100.0)

 NS

PPT

강의
20(30.3) 16(24.2) 19(28.8) 8(12.1) 3(4.5) 66(100.0)

동 상

강의
13(19.1) 21(30.9) 15(22.1) 18(26.5) 1(1.5) 68(100.0)

Total 52(24.8) 52(24.8) 55(23.6) 44(18.9) 7(3.0) 210(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χ2
: 5.327 / p값: 0.722 

 ※ NS: Not significance

   ⑦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이 리 보  되어야 하는지에 한 생각

  책자 그룹의 25.0%가 ‘ 체로 보  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응답하 으며 PPT와 동 상강의에선 각 

각 32.4%, 28.6%로 ‘ 체로 보 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왔다. 집단간의 유의  차이는 

없었다. 

표 4-II-42.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이 리 보  되어야 하는지에 한 생각

변    인
1 2 3 4 5 Total

P-value
N(%) N(%) N(%) N(%) N(%) N(%)

책자 11(14.5) 19(25.0) 18(23.7) 16(21.1) 12(15.8) 76(100.0)

 NS

PPT

강의
8(10.3) 20(27.0) 16(21.6) 24(32.4) 6(8.1) 74(100.0)

동 상

강의
6(9.5) 16(25.4) 17(27.0) 18(28.6) 6(9.5) 63(100.0)

Total 25(10.7) 55(23.6) 51(23.9) 58(27.2) 24(11.3) 213(100.0)

※  그 지  않다- 1, 체로 그 지 않다- 2,  보통이다- 3,  체로 그러하다- 4,  매우 그 다- 5 

χ2
: 6.377 / p값: 0.732 

 ※ NS: Not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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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교육매체별 교육  후 방사선 조사식품 인상

   ㉮ 교육  방사선 조사식품 연상단어

  방사선조사 식품이라는 단어를 연상하 을 때 PPT를 제외한 다른 그룹에서 '감자'가 체의 29.1%

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각 매체별로 유의성이 나타났다.  

 책자에서 ‘감자’ > ‘식품 장법’ > ‘콩’ > ‘거부, 험’ > ‘유 자변형,GMO’ > ‘발아억제’ > ‘방사능’ > 

‘ 토르트식품’의 순으로 조사 되었다. 

 PPT강의에서 ‘콩’ > ‘감자’ > ‘거부, 험’, ‘유 자변형, GMO’ > ‘방사능’ > ‘ ’ > ‘식품 장법’ > ‘발

아억제’ > ‘가공식품’ 순으로 조사되었다. 

 동 상 강의에서 ‘감자’, ‘거부’, ‘ 험’ > ‘유 자변형, GMO’ > ‘콩’, ‘발아억제’ > ‘가공식품’ 순으로 

나타났다. 

표 4-II-43. 교육 , 방사선 조사식품 연상 단어

변    인

교육 ,  방사선 조사 식품하면 연상되는 단어 

P-value거부,

험

N(%)

식품

장

법

N(%)

발아

억제

N(%)

토

르트

식품N

(%)

가공

식품

N(%)
N(%)

감자

N(%)

콩

N(%)

유 자

변형,

GMO

N(%)

방사능

N(%)

Total

N(%)

책자 5(11.4) 9(20.5) 3(6.8) 1(2.3) 0(0.0) 0(0.0) 14(31.8) 6(13.6) 4(9.1) 2(4.5) 44(100.0)

<0.05
*

PPT

강의
5(11.9) 2(4.8) 2(4.8) 0(0.0) 2(4.8) 3(7.1) 9(21.4) 10(23.8) 5(11.9) 4(9.5) 42(100.0)

동 상

강의
11(35.5) 0(0.0) 2(6.5) 0(0.0) 1(3.2) 0(0.0) 11(35.5) 2(6.5) 4(12.9) 0(0.0) 31(100.0)

Total 21(17.9) 11(9.4) 7(6.0) 1(0.9) 3(2.6) 3(2.6) 34(29.1) 18(15.4) 13(11.1) 6(5.1) 117(100.0)

 χ2
: 34.484 / p값: 0.011     

※ NS: Not significance

  ㉯ 교육 후 방사선 조사식품 연상단어

  교육 과 비교하여 방사선조사 식품이라는 단어를 연상하 을 때 ' 장성향상'이 체의 36.8%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각 집단별로 연상되는 항목과 순서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집단간의 유의

성이 높게 나타났다. 책자에서 ‘ 장성 향상’ > ‘감자’ > ‘발아억제’ > ‘유해물질’ > ‘사멸, 멸균’ > ‘육

류’ > ‘미생물의 DNA 괴’ > ‘콩’, ‘라면 스 ’의 순으로 나타났다. PPT강의에서는 ‘ 장성 향상’ > ‘감

자’ > ‘유해물질’ > ‘육류’ > ‘라면 스 ’ > ‘발아억제’ > ‘콩’ > ‘군 식품, 우주식품’의 순으로 나타났다.

동 상강의에서는 ‘ 장성 향상’ > ‘사멸, 멸균’ > ‘감자’ > ‘군 식품, 우주식’품 > ‘육류’ > ‘유해물질’ > 

‘방사선’ > ‘발아억제’ > ‘방사능’ > ‘미생물의 DNA 괴’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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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I-44. 교육 후, 연상되는 단어

변    인

교육 후,   방사선 조사 식품하면 연상되는 단어 

P-value유해

물질

N(%)

사멸,

멸균

N(%)

미생

물의 

DNA

괴

N(%)

장성 

향상

N(%)

방사선

N(%)

발아

억제

N(%)

군   

식품, 

우주

식품

N(%)

육류

N(%)
감자

N(%)

콩

N(%)

라면

스

N(%)

방사능

N(%)

Total

N(%)

책자 7(8.3) 6(7.1) 5(6.0) 30(35.7) 1(1.2) 9(10.7) 0(0.0) 5(6.0) 19(22.6) 1(1.2) 1(1.2) 0(0.0) 84(100.0)

<0.001***

PPT

강의
11(14.9) 0(0.0) 0(0.0) 28(37.8) 0(0.0) 4(5.4) 1(1.4) 8(10.8) 15(20.3) 2(2.7) 5(6.8) 0(0.0) 74(100.0)

동 상

강의
4(5.7) 13(18.6) 1(1.4) 26(37.1) 1(1.4) 2(2.9) 5(7.1) 6(8.6) 9(12.9) 0(0.0) 0(0.0) 3(4.3) 70(100.0)

Total 22(9.6) 19(8.3) 6(2.6) 84(36.8) 2(0.9) 15(6.6) 6(2.6) 19(8.3) 43(18.9) 3(1.3) 6(2.6) 3(1.3) 228(100.0)

 χ2
: 56.501 / p값: 0.000     

※ NS: Not significance

다. 결 론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학교 식 양사들의 인식은 상 으로 낮았으며 연령, 학력, 근무지에 따

라 차이가 없었다. 방사선조사식품에 한 인지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 ‘방사선조사 처리방법에 

해서 들어 본 경험이 있는가’에 한 질문에 해서는 조사 상의 82.8%가 ‘들어본 은 있으나,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련 인식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방사선조사에 한 더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가?’에 한 질문에 해서는 5  만   

4.28 으로 좀 더 많은 연구에 해서 ‘그 다’라는 반응이 체의 82.4%로 높게 나타났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한 두려움은 어느 정도인가?’에 한 질문은 5  만  에 3.55 이

으며 체의 54.5%정도가 방사선조사식품에 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방

사선조사 식품으로 인해 농민들의 수입이 감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은 5  만

 에 2.89 이 으며 방사선 조사 식품과 농민들의 수입을 연 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다소 

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조사 식품과 유기농 식품이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

는다’라는 질문은 5  만  4.05 이 으며 체의 76.9%가 방사선 식품과 유기농 식품이 ‘동

일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원자력 산업에 한 지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

까?’라는 질문에 약 59.1%가 ‘지지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

이 리 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한 응답으로 ‘그 지 않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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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그 다’가 39.2%로 별 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방사선이 조사 된 식품을 식 장에서 사용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해서는 

5  만   3 이 으며 수별 분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식 장에서 사

용할 것인가에 해서는 별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음으로 사료된다.

 방사선조사 식품에 해서 반 으로 두려움을 가지고는 있으나 사용여부에 해서는 부정

인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다소 은 것으로 보아 시 에 유포되는 것에 해서는 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책자, PPT강의, 동 상의 각기 다른 교육 매체를 활용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에 해서 교육을 실행하

고 인식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체 으로 교육 방법에 해 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교육매

체에 따라서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교육 매체로 교육하기 , 방사선조사 식품을 연상하 을 때 제일 많이 연상되는 단어는 ‘감자’ 으

며 그 다음으로 ‘거부. 험’ > ‘유 자변형.GMO’ > ‘방사능’ 순이었다. 교육 이 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상이 ‘식품 장법’이나 ‘발아억제’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것으로 보아 체의 26.5%의 양사

들이 방사선조사식품에 해서 들어 본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각기 다른 교육 매체로 교육 후, 

제일 먼  연상되는 단어에는 ‘ 장성 향상’이 체의 36.8%로 교육  ‘발아억제’, ‘식품 장법’이 

1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교육 , 연상된 단어에는 ‘거부. 험’, ‘방사능’ ‘유 자 변형. GMO’ 등의 부정  이미지가 체의 

44.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육 후에는 ‘유해물질’, ‘부작용’, ‘방사능’ 등의 부정 인 이미지에 

한 응답율은 체의 11.8%로 교육  보다 상 으로 낮게 조사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특히, ‘방사능’이란 단어가 11.1%에서 0.9%로 감소 한 것으로 보아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부정

 이미지에 한 인식은 상 으로 어든 것으로 사료 된다.

 최근 들어 방사선 조사 식품의 이용이 확 되고 있으며 식품에 한 방사선 처리가 증가되고 있는 것

을 고려 할 때, 방사선 조사한 식품의 질  향상이나 안 성에 한 연구가 심도 있게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문인들을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지식수 이 아직까지 미비한 것으

로 보아 방사선 조사 식품에 한 올바른 정보를 좀 더 효과 인 매체를 활용하여 제공함으로써 방사

선 조사 식품의 안 성과 련하여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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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용 식재료의 식품 양학  건 성 검토  개선 

방안 도출에 한 연구

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식품 양학  문헌 고찰

(1) 연구방법  범

 (가) 문헌조사

  1) 방사선 조사에 의한 5  양소 변화에 한 문헌  고찰

   련 논문 200 여 편  1985년에서 2007년 사이에 발표된 논문  보고서 60편 (국내 20

편, 국외 40편)으로부터 각 식품의 양소 변화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살펴보았다. 

  2) 방사선 조사식품의 기능성 양물질 함량 변화에 한 문헌  고찰

   양소에는 속하지 않으나 건강기능성과 련이 있는 양물질의 변화를 항산화물질 등의 

변화로 살펴보았다.

  3) 방사선 조사 식품군별 양소 변화에 한 문헌  고찰

    곡류, 수산물, 과일, 발효식품  복합식품으로 식품군을 나 어 방사선 조사에 의한 양

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축산식품은 제외하 다.

(2) 연구결과  고찰

 (가) 5  양소의 변화

  1) 탄수화물의 변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총당  환원당, 유리당의 함량 변화는 거의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1 kGy 감마선을 조사한 두 분말에서 유리당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조군에 비해 

glucose, galactose의 함량의 차이는 없었으며, fructose는 약간 증가하 고, sucrose는 감소하

다(Kim et al., 2002). 하지만 총 함량의 차이는 유의 이지 않았다. 과실류에서도 환원당이나 

유리당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Yun et al., 2007). 그러나 장기간 장을 요하는 밤의 경우 

방사선 조사를 하 을 때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0.25-10 kGy)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하

으며 6개월간 장기 장 후 무처리군  기존 살균제인 methyl bromide 처리한 밤과 비교하

을 때 잔존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III-1, Kwon., 2005). 이러한 결과는 수확 후 

장기 장해야 하는 과실류의 당 함량을 보존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었다.  



- 223 -

Table 4-III-1. Comparativ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methyl bromide 

fumigation (MeBr) on the change in reducing sugar content in fresh 

chestnuts during storage at 5℃

  2) 단백질의 변화

   식품의 종류와는 상 없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의 함량 감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14종의 콩에 방사선 조사를 한 후 단백질의 함량을 조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 인 감소를 나타내는 시료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아 단백질은 방사선 조사에 안정한 것으

로 생각된다. 이에 비해 아미노산에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는데, peas와 lima beans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 변화는 9.3 kGy 조사시 약 7% 감소하여 아미노산 조성 변화가 미미하 으

나 lysine과 arginine 함량은 2.8 kGy 의 조사 시 거의 변화가 없지만, 9.4 kGy 조사군의 경우 

30%-50% 정도 감소되었다(Table 4-III-2과 4-III-3, Tsien and Johnson., 1959). 방사선 조사량이 

커질수록 tripsin inhibitor의 불활성화로 trypsin과 chymotrypsin 효소의 단백질 분해율이 높아

서 소화를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Felipe et al., 2005). 수산 식품인 반건조 오징어에 방사선 조

사 시 조단백질의 함량은 7 kGy까지 변화가 없었으며(Lee et al., 2002), 다시마분말 등에서도 

아미노산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Byun et al., 2005). 과실류의 조단백질 함량도 방사선 조

사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았다(Wen et al., 2006). 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시료 모

두 20 kGy 조사선량 범 에서 조구와 단백질 함량에 유의 인 차이가 찰되지 않았다(Kim 

et al., 2006). 이상의 결과를 살펴보면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단백질 함량의 변화는 미미하며, 아

미노산 조성 변화가 하지 않으나 고선량 조사 시에는 lysine, arginine 등이 민감한 아미노

산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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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2.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amino acid composition of peas

(Calculated as grams per 100 gm of crude protein, N × 6.25)

    

Table 4-III-3. The effect of irradiation on amino acid composition of lima beans

(Calculated as grams per 100 gm of crude protein, N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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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지질의 변화

   반건조 오징어에서 7 kGy 조사선량까지 조지방 함량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방사선 조

사에 따른 지질의 변화는 주로 지방산을 심으로 연구되었다. 식품의 종류에 큰 차이 없이 방

사선 조사에 따른 지방산 함량 변화는 유의 이지 않았다. 10 kGy 까지 감마선 조사한 콩가루

로부터 추출한 두유의 지방산 조성을 살펴보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무처

리 두유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Table 4-III-4, Kim et al., 2002). 스피루리나와 다시마 분

말에서도 10 kGy까지 감마선 조사군에서 무처리군과 지방산 조성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Lee 

et al., 2002). 발효식품인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시료에서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의 지방산 조

성은 무처리군과 비교하 을 때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Kim et al., 2001). 그러나 청국장을 

40 kGy 이상으로 고선량 조사하 을 때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의 함량이 감소하 다

(Kim et al., 2001).

Table 4-III-4. Fatty acid compositions of soybean oil extracted from gamma- 

irradiated soybean powder (top :China, botto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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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타민의 변화

① 비타민 C의 변화

   비타민 C는 방사선 조사에 한 감수성이 높은 비타민  하나로 주요 원 식품으로는 신

선과실, 과실쥬스, 채소, 감자류 등이 있다. 일반 으로 이러한 신선식품은 고선량 조사 시 

능 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변화를 유발하므로 방사선 조사 시  선량 조사로 숙성을 지연하

는 목 으로 이용되므로 비타민 C 함량 변화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사선 조사 시 비타민 C의 변화는 식품의 종류와 방사선량에 따라 차이를 보 다. 수분함

량이 은 건조식품 등은 10 kGy 이하에서는 손실이 거의 없으나, 고춧가루에 10와 20 kGy 

방사선 조사 시 비타민 C 함량이 각각 23  32% 유의 으로 감소하여(Table 4-III-5, Jang et 

al., 2004) 고선량 조사에 의해 비타민 C는 손실이 큼을 알 수 있었다. 귤에 방사선 조사 시 5 

kGy 까지는 microwave 는 열처리에 비해 유의 인 손실이 없었으나, 7 kGy 이상에서는 유

의 으로 감소하 다(Fig.1, Chung and Yook., 2003) 딸기는 품종에 따른 비타민의 차이는 있

었으나 방사선 조사 3 kGy까지는 비타민 C의 손실이 없었다(Fig.2, Chung and Yook., 2003). 

밤을 장기 장하기 하여 방사선을 0.25-10 kGy 조사하여 methyl bromide로 살균한 제품과 

비타민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선량이 증가할수록 비타민 C 함량은 감소하 다. 3 kGy 조

사시 무처리군에 비해 86% 비타민 C가 잔존하여, methyl bromide의 91.4%에 비해 감소의 폭

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6개월 장 후 비타민 C의 함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무처리군

보다 함량이 높았고, methyl bromide를 처리한 군(5%만 잔존)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잔존량이 

높았다. 따라서도 밤과 같이 수확 후 장기간 보 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방사선 조사의 효과가 

탁월한 것을 나타났다(Table 4-III-6, Kwon., 2005)

Table 4-III-5. Changes of total phenol and antioxidant nutrients in irradiated 

red pepper powder at 10 and 20 kGy



- 227 -

Fig. 4-III-1. Effects of irradiation, heating(72℃, 15 sec) and microwave(strong, 1 min) on 

vitamin C contents in mandarin orange. 

Different alphabetic letters 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valu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III-2. Effects of irradiation on vitamin C contents of three kinds of strawberries.

Different alphabetic letters 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valu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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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6. Comparativ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methyl bromide 

funmigation (MeBr) on the change in ascorbic acid content in fresh 

chestnuts during storage at 5℃

② 비타민 B 함량 변화

   부분의 식품에서 방사선 조사 시 비타민 B군의 감소는 유의 으로 보고되었다. 고추가루

를 10과 20 kGy 방사선 조사 시 비타민 B1 함량은 45%와 19% 각각 감소하여 10 kGy에서의 

감소가 20 kGy 보다 높았으나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았다(Table 4-III-5, Jang et al., 2004). 이

러한 상은 고등어에서도 찰이 되었는데 3 kGy 조사시 63% B1이 감소된 것에 비해 7 kGy 

조사 시에는 48% 감소만 보 다(Jang et al., 2004). 닭 가슴살에 4℃에서 1 kGy로 조사한 경우 

B1의 감소는 찰되지 않았으나 2.5 kGy로 조사한 것은 B1의 감소가 하 다. 그러나 -2

0℃에서 2.5 kGy를 조사한 결과 거의 손실이 없었다(Chung and Yook., 2003). 구, 쇠고기, 

햄, 베이컨, 복숭아, 비트에 방사선 조사선량을 달리하여 처리하 을 때 B군 비타민  B1의 

감소가 가장 유의 이었고, B2와 나이아신 (B3)의 함량 변화는 미미하 다(Zipopin et al., 

1957). 그러나 복숭아에 10 kGy 방사선 조사 시 Niacin 함량은 히 감소하 다(Zipopin et 

al., 1957).

③ 비타민 A (β-carotene)의 함량 변화

   귤의 비타민 A 함량은 5와 10 kGy 방사선 조사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 이지 

않았다(과학기술부, 2004). 건조된 슬리에 20 kGy로 감마선 조사 시 총 β-carotene과 retinol

의 함량은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이성체인 all-trans β-carotene의 괴 는 9-cis-β

-carotene의 형성을 유도하지 않았다(Katia, 2002, 14). 그러나 고등어에 3과 7 kGy 방사선 조사 

시 조사량이 높아짐에 따라 비타민 A는 차 감소하 다(Jang et al., 2004). 참깨 역시 5와 10 

kGy 방사선 조사 시 약 13%  18%조사량에 따라 차 감소하 다(Jan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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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7. Changes of total phenol and antioxidant nutrients in 

           irradiated mackerel at 3 and 7 kGy

④ 비타민 D의 함량 변화

   방사선 조사에 따른 멸치 의 비타민 D의 변화는 조사선량 5와 10 kGy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다(과학기술부, 2004). 식이로부터 비타민 D의 주요 원식품에는 생선과 어유 등이 

있으며 식품속의 비타민 D는 일반 으로 방사선 조사에 해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다(Kilcast, 

1994).

⑤ 비타민 E의 함량 변화

   고등어에 3, 7 kGy 방사선 조사 시 α-tocopherol은 3 kGy에서 3% 정도 감소하 으나 7 

kGy 조사하 을 때는 66% 감소하 고(Jang et al., 2004), 참깨에 5, 10 kGy 방사선 조사 시 조

사량에 따라 약 27%  33% α-tocopherol이 감소하 다(Jang et al., 2004). 쇠고기의 고지방 부

인 등심부 와 지방 부 인 사태에서 비타민 E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등심육의 경우 1 

kGy 조사구는 약 17%의 감소율을 보 으나 고선량인 10 kGy 조사구의 경우 84%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비타민 E의 감소가 크게 일어났다. 그러나 지방함량이 비교

 은 사태육의 경우에는 10 kGy 조사구의 경우 비조사구에 비해 약 13%의 감소율을 나타

내었다(과학기술부, 2004).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실시할 때, 포장 내 기 의 산소 존재 혹은 부재는 특히 비타민 

E의 손실에 큰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으며, 30 kGy의 선량으로 질소 존재 하에서 조사된 

쇠고기의 경우 비타민 E의 손실이  발견되지 않지만 일반 기 하에서 조사된 경우 비타

민 E가 37%나 손실되었다는 결과가 있다(Lakritz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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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8. Vitamin content of foods exposed to varying doses of 

           gamma radiation

 

 

Table 4-III-9. Changes of total phenol and antioxidant nutrients in irradiated 

           sesame seed at 5 and 10 kGy

 5) 무기질의 변화

   방사선 조사에 의한 양소 성분  무기질의 변화에 한 보고는 거의 없는 편이다. 일반

으로 무기질 성분은 방사선 조사에 매우 안정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e et al, 2002). 어

패류에 있어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무기질 조성의 변화는 무처리군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나) 특수 양물질의 변화

   식품 의 양성분  5  양소에는 속하지 않으나 건강기능성과 계가 깊은 항산화 

양물질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페놀 성분의 경우 고춧가루에 20 kGy 방사선 조사 시 약 8% 

정도 함량이 감소(Jang et al, 1995)하 으며 참깨에 5 kGy 조사시 약 5% 감소하 으나 10 

kGy 방사선 조사 시 총 페놀 함량은 오히려 무처리군 수 으로 증가하 다(Jang et al, 1995). 

이러한 상은 고등어 연구에서도 찰되었는데, 3 kGy 조사 시(8% 감소) 보다 7 kGy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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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 감소) 페놀 함량의 감소가 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페놀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차

(녹차, 홍차, 우롱차)류는 10 kGy까지 방사선 조사에서 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usar et al, 2004). 따라서 차의 자공여능이나,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도 감

소하지 않았다.

Table 4-III-10.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fumigation on total phenol 

           content of teas

   Phytic acid 함량에 한 연구에서 두 침지 시 0.25, 0.5, 0.75, 1 kGy 방사선을 조사 12시간 

침지하 을 때 방사선 선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침지 시간 에서 phytate 함량은 감소하 으며

(Siddhuraju et al, 2002) 1 kGy 조사 직 후 약 50% 정도 감소하 다.

Table 4-III-11. Effect of irradiation and soaking at ambient conditions on 

phytate content of soybean(mg/100g)

Table 4-III-12.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fumigation on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t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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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13.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fumigation on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bility of teas

(다) 방사선 조사에 따른 식품군별 양소 변화

 1) 곡류 (콩류)

   곡류의 연구에서는 부분 콩에 한 연구가 가장 범 하게 진행되었고, 그 이외의 곡류

의 양소 조성에 한 연구는 미흡하 다(Kim et al., 2002 ; Byun et al., 1999; Lucia et al., 

2000 ; Oh and Lee., 2004).

 ① 미생물 변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두분의 세균농도를 살펴보았을 때 산지에 상 없이 3 kGy 선량에서 총 세균

의 농도는 유의 으로 감소하 다. 국산 두분은 3 kGy 조사에서 곰팡이의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

하여 7 kGy 이상에서 모든 미생물이 사멸하 으며 미국산 두분은 5 kGy 이상의 선량에서 모든 미

생물이 사멸하 다고 보고하 다(Kim et al., 2002).

 ② 양소 변화

   ㉮ 아미노산  변화

   국산  미국산 두분의 유리아미노산 농도는 사용한 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

데, 국 두분은 tyrosine, phenyalanine  lysine이 그리고 미국산 두분은 tyrosine, lysine이 유

의 으로 증가하 고 glutamic acid, isoleucine, arginine 등 12종 아미노산은 미미하게 증가하 으

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함황 아미노산인 cysteine은 미국 두분에서만 유의 인 감

소를 보 고, methionine의 함량은  변화하지 않았다(Kim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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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산 조성  변화

   10 kGy 까지 감마선 조사한 콩가루로부터 추출한 두유의 지방산 조성을 살펴보면 포화지

방산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무처리 두유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Kim et al., 2002).  

   ㉰ 유리당 변화 

   두분의 유리당 함량은 국산에서 glucose와 fructose가 조사선량에 비례하여 증가한 반면 미국

산 두분은 변화가 없었다. 유리당  감소하는 당은 sucrose로 국산과 미국산 두분 모두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sucrose는 방사선 조사에 민감한 당으로 생각되었다(Kim et al., 2002).

   ㉱ 비타민 변화

   카리오카 콩과 마카자르 콩을 삶은 후 방사선에 조사하여 6개월간 장하 을 때 B군 비타민의 변

화를 살펴본 연구에서 Vt B1, B6 의 함량은 조사선량 5.0 kGy 이상에서 유의 인 감소를 보 으나, Vt 

B2는 마카자르 콩에서 0.5 kGy 선량 (카리오카 콩은 5 kGy 이상)에서도 유의 인 감소를 보여 B군 비

타민 에서는 B2가 방사선 조사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콩의 종류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Lucia et al., 2000).

 

Table 4-III-14. The contents of total amino acids in gamma-irradiated soybean 

powder(imported from USA)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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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15. The contents of free amino acids in gamma-irradiated soybean 

powder(imported from China)

                                                                            (unit:%)

Table 4-III-16. Fatty acid compositions of soybean oil extracted from gamma-irradiated 

soybean powders (top: China, bottom: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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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17. The contents of free sugars in gamma-irradiated soybean powder 

(top: China & bottom: USA)                             (unit :%)

Table 4-III-18. Effect of radiation dose on the content of B vitamins in cooked beans 

after 6 months'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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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수산물

   해조류 는 건조 수산물의 장을 해 방사선 조사의 이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 고 두

에 비해 연구결과가 은 편이었는데 이는 외국에서 건조수산물을 섭취하는 품종에 제한이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① 미생물 변화

   건새우나 건멸치 등의 건조 수산 가공품의 온성 세균, 내열성 세균  내산성 세균은 

5-7 kGy 조사로 2-4 log cycle 정도 감소되었고 7-10 kGy 처리로서 허용한계 이하로 살균되었

다(Cho et al., 1987). 건멸치를 장기보존하기 하여 5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 을 때 fecal 

coliform, fecal streptococci, enterococci 등 식 독과 련이 깊은 세균은 완  사멸되었다 

(Kwon et al., 1996). 반 건조식품인 과메기의 pseudomonas, coliform, salmonella 등은 3 kGy 

조사에 의해 거의 사멸하거나 격히 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어(Cho et al., 2000) 특히 

건조 는 반건조 수산물의 장기 장에 단히 유익한 것으로 나타났다(Kwon et al., 1996). 이

러한 미생물의 변화는 특히 건조 수산물의 능에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III-19. Changes in microbiological qualities of gamma-irradiated 

anchovies packaged in a laminated film(NY/PE) during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Table 4-III-20. Growth of microorganisms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Kwamegi during storage at 5℃                         (C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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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양소 변화 

㉮ 단백질  아미노산

   건조 오징어의 단백질 함량은 조사 선량 7 kGy까지 유의 인 변화가 없었다(Lee et al., 

2002). 해조류의 아미노산 조성에 한 연구에서 스피루리나와 다시마 분말의 아미노산 조성은 

10 kGy까지 무처리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8시간 오존 처리한 시료와도 차이

가 없었다 (Byun et al., 1997). 방사선 조사에 의해 민감한 것으로 보고된 ( 두분 연구에서) 

lysine과 arginine의 함량 변화도 찰되지 않아 시료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Table 4-III-21. Proximate composition, water activity and pH of gamma- 

irradiated semi-dried squid

 

Table 4-III-21. Effects of ozone and γ-ray treatments on the total amino 

acids of dried-spirullina and dried-sea tangle pow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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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지방산

   건조 오징어의 지방 함량은 7 kGy까지 변화가 없었다. 해조류인 스피루리나와 다시마 분말

을 10 kGy까지의 감마선 조사를 하 을 때 지방  지방산 함량이 무처리군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8시간 오존에 처리한 경우 지방산 함량은 유의 인 변화를 보 는데 포화지방

산의 함량은 늘어나고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은 감소하 는데 감소정도는 다시마 분말에서 더 

하게 나타났다. 불포화지방산  오존 처리에 민감하게 반응한 지방산은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 로 나타났다(Byun et al., 1997)

Table 4-III-22. Effects of ozone and γ-ray treatments on the fatty acid compositions of 

dried-spirullina and dried-sea tangle powders

㉰ 비타민 변화 

   멸치에 한 방사선 조사 결과 조사선량에 따라 비타민 D3 증가하 다. 일반 으로 식품 속

의 비타민 D는 방사선 조사에 해 안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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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기질 변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해조류의  무기질 조성의 변화는 무처리군  오존 처리군과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Byun et al., 1997). 해조류의 무기질 성분은 방사선 조사에 매우 안정

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yun et al., 1997).

㉲ 색소성분 변화 

   해조류의 색소 성분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chlorophyll 함량은 감사선 조사선량에 비례

으로 감소하 다. 10 kGy에서 스피루리나와 다시마 분말 약 5%, 10% 감소를 보여 다시마의 

chlorophyll이 민감하게 반응하 다. 이에 반해 오존 처리한 다시마의 chlorophyll은 약 30% 감

소하 다. Carotenoid 함량은 스피루나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으나, 다

시마분말의 경우 5 kGy에서부터 25% 정도 감소하여 단히 민감하 다. Chlorophyll과 

carotenoid간의 색소안정성을 살펴보면 carotenoid가 방사선 처리나 오존 처리 등 살균 처리에 

의해 민감하게 괴되었고, 특히 다시마 분말이 스피루리나 분말에 비해 괴 정도가 더 높아 

시료에 따른 차이도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Byun et al., 1997).

Table 4-III-23. Effects of ozone and γ-ray treatments on the selected minerals of dried- 

spirullina and dried-sea tangle powders

(Byun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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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24. Effects of ozone and γ-ray treatments on the chlorophyll and 

carotenoid pigments of dried-spirullina and dried-sea tangle 

powders during storage at ambient temperature

                                        (Retention of pigments, %)             

                 

 ③ 능  특성 변화

   반건조 오징어의 능 평가를 살펴보았을 때 포장 상태  방사선 선량에 따라 외 과 냄

새가 유의 인 향을 받았다. 제품의 외 은 일반포장의 경우 5 kGy 조사량 이상에서 유의

으로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고, 진공포장 오징어는 방사선 조사를 한 제품이 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식품에서 지 되고 있는 이취에 한 조사에서 일반포장에서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진공포장한 오징어에서는 이취가 3 kGy 조사량 이상에서 유의 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동일한 방사선 조사 시 진공포장한 오징어의 외 은 우수한 반면 이취

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02). 

Table 4-III-25. Sensory evalution of gamma-irradiated semi-dried squid in 

different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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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 조사된 새우 단백질 추출액의 IgE에 한 반응성은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되

었다 (Lee et al., 2000). 새우 단백질인 tropomyosin을 열처리하여 감마선 을 조사한 후 새우에 

allergy가 있는 환자의 IgE와 반응시켰을 때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존하여 allergy 반응이 억제

되었다(3 kGy ; 50% 억제, 10 kGy ; 81% 억제). 이러한 결과는 새우 등과 같은 해산물에 알

르기가 있는 사람을 한 제품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ig. 4-III-3. Optical density at 492 nm resulted from immunoreaction 

of patients' IgE to allergens in gamma-irradiated shrimp 

protein extracts.

            The reactivity was measured by indirect ELISA

                 

Fig. 4-III-4. Binding ability of patients' IgE to gamma -irradiated 

shrimp heat-stable protein.

The binding ability was measured by competitive indirect ELISA. 

BT and B0 indicate binding ability of irradiated HSP and that of 

non-irradiated HSP. respectively



- 242 -

 3) 과일류

   과일류는 신선 식품으로 색도나 조직감이 품질에 향을 미친다. 과일류에 방사선 조사는 

이들 색도나 조직감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다.

 ① 사과 

   조사선량 1 kGy에서 총당  환원당의 변화는 없었으나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총당의 함

량은 감소하고 환원당의 함량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un et al., 2007).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과 색도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고, 물성 변화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후 25℃에서 10주 장 후 능검사를 하 을 때 종합 인 평가 수가 조군에 비해 

낮았다.

 ② 열 과일 

  ㉮ Mango 

   Mango fruit은 3.1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 시에는 Vt. C의 함량이 증가하 으나 3.1 kGy 

조사 시에는 약 30% 정도 감소하 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후 18일 후 에 Vt. C의 함량을 측

정해 본 결과 방사선 선량에 비례하여 비타민이 감소하 고, 3.1 kGy 조사 후 장 18일 경과 

시 비타민 C의 함량이 약 50% 감소하여, 신선식품의 경우 높은 농도로 방사선을 조사하고 이

를 장하면 과육에 잔류하여 비타민을 괴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Reyes and 

Cisneros-Zevallos., 2007). 0.75 kGy에서 열 과일의 비타민 C에 한 연구를 한 Moy and 

Wong(2002) 의 결과에 의하면, 망고 비타민 C의 방사선 조사에 의해 변화가 없는 것으로 찰

되어(Moy and Wong., 2002) 다소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 다.  

Table 4-III-26. Reduced ascorbic acid content and antioxidant capacity changes in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mango fruit before and after 18 days of 

storage at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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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ambola, 야, 람부탄, 리치 

   0.75 kGy 방사선을 조사한 후 비타민 C의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야, 람부탄의 함량은 

약간 증가하 고, carambola의 비타민 C 함량은 약 20% 정도 감소하 다. 리치의 비타민 C 

함량은 약 5% 정도 감소하 다(Moy and Wong., 2002). 이들 열  과일의 수용성 고형분  

정 산도의 변화는 거의 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조직감의 변화 역시 감지되지 않았다.

Table 4-III-27. Chemical analyses and texture measurements of tropical fruits 

gamma-irradiated at 0.75 kGy

③ Lycium fruit 

   국의 통 약재와 식재료로 쓰이는 lycium 과일에 감마선을 0, 4, 8, 14 kGy으로 조사하

여 유기산을 포함한 여러 성분을 분석해 보았을 때 수분, 조단백질, 베타 카로틴, Vt. B2, 과당, 

포도당 그리고 유기산의 함량은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비타민 C는 4 kGy 조사 시 약 50% 감

소하 으며 8 kGy 이상 조사 시에는 완 히 괴되었다(Wen et al., 2006). 이 결과는 망고를 

3 kGy로 방사선 처리하 을 때 비타민 C의 함량이 약 50% 감소하 다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

으로 과일과 같은 신선 식품의 방사선 조사량은 1 kGy 이하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III-28. Effects of gamma-irradiation on the composition in lycium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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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Bluberries (Moreno et al., 2007)

   1.0-3.2 kGy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블루베리의 성분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무게  수분함량

의 변화는 없었으며, 질감과 향기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3.2 kGy의 높은 선량에

서 조사한 블루베리의 능검사 결과는 나쁘게 나왔다.

⑤ 귤  

   일본 귤(mandarin orange)에 방사선을 농도별로 조사하고, 이를 72도에서 15 간 살균한 귤

과 마이크로웨이  오 에서 출력 ‘강’에서 1분간 처리한 귤의 비타민 C 함량을 비교하 을 때 

비타민 C 함량은 1kGy에서 약 15% 감소하 고 10 kGy 에서는 약 25% 감소하 다. 이러한 

비타민 C의 감소는 5 kGy 까지는 microwave 는 열처리에 비해 유의 인 손실이 없었으나, 

7 kGy 이상에서는 유의 으로 감소하 다(Chung and Yook, 2003).

Fig. 4-III-5. Effects of irradiation, heating (72℃, 15sec) and microwave (strong, 1 

min) on vitamin C contents in mandarin orange. 

Different alphabetic letters 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valu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⑥ 딸기

   방사선 조사에 의한 딸기의 비타민 C 함량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여러 종류의 딸기 품종

에 방사선을 3 kGy까지 조사하 다. 품종에 따른 비타민 C 함량의 차이는 있었으나 동일 품종 

내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비타민 C의 감소는 다소 있었으나 무 처리군과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Fig. 6, Chung and Yook., 2003). 딸기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물질의 변화를 살펴보기 

하여 방사선을 6 kGy까지 조사하여 (+)catechin, (-)epicatechin, kaempferol-3-glucoside  

quercetin-3- glucoside 함량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quercetin-3-glucoside을 제외한 물질은 조사

된 선량에 비례 으로 감소하 고 quercetin-3-glucoside은 2 kGy까지 함량이 증가하 다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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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조사 농도가 높아지면서 감소하 다. Quercetin-3-glucoside을 제외한 항산화물질은 4 kGy 

조사 시 기 함량의 약 20-25%가 감소하 다(Breifellner et al., 2003). 

            

Fig. 4-III-6. Effects of irradiation on vitamin C contents of three kinds of 

strawberries. Different alphabetic letters 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in mean valu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III-29. Mean(± standard deviations) of flavonoids [mg per kg fresh 

weight] in strawberry fruits as a function of irradiation dose(kGy). 

Values represent mean (n=3) of one harvest

⑦ 밤 

   수확 후 장기 장을 필요로 하는 밤과 같은 과실류를 효율 으로 장하기 하여 방사선

을 0.25-10 kGy 조사하여 methyl bromide로 살균한 제품과 환원당  비타민 C의 함량을 비

교해 보았다.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0.25-10 kGy) 환원당의 함량이 증가하 으며 6개월간 

장기 장 후 무처리군  기존 살균제인 methyl bromide 처리한 밤과 비교하 을 때 3 kGy 

이상 방사선 처리한 밤의 당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Kwon., 2005) . 비타민의 변화를 

비교해 보았을 때 선량이 증가할수록 비타민 C 함량은 감소하 다. 3 kGy 조사 시 무처리군에 

비해 86% 비타민 C가 잔존하여, methyl bromide의 91.4%에 비해 감소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

났으나, 이를 6개월 장 후 비타민 C의 함량을 비교해 보았을 때 무 처리군보다 함량이 높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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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methyl bromide를 처리한 군(5%만 잔존)에 비해서는 10배 이상 잔존량이 높았다. 따라서

도 밤과 같이 수확 후 장기간 보 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방사선 조사의 효과가 탁월한 것을 

나타났다(Kwon., 2005). 

Table 4-III-30. Comparativ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and methyl bromide 

fumigation (MeBr) on the change in reducing sugar and ascorbic acid 

content in fresh chestnuts during storage at 5℃

 4) 발효식품

   한국의 통식품인 장류(된장, 고추장, 청국장, 개량 메주, 장, 간장), 젓갈(새우젓, 오징어 

젓갈, 창란 젓갈, 멸치액젓)  김치에 방사선 조사를 하 을 때 양성분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 다.

  ① 미생물 변화

  장류 제품을 상업 으로 장기 유통하기 해서는 미생물의 성장을 조 하여야 한다. 맛을 좌

우하는 요한 유익균의 성장은 진하고, 세균의 성장은 억제할 수 있는 살균법이 필요하다.

㉮ 된장의 총균수는 10 kGy의 감마선 조사 시 약 5 log cycle 정도 세균의 성장을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효모는 5 kGy에서 완 히 사멸되었다(Kim et al(A)., 2000). 장의 효모는 2.5 

kGy에서 완  사멸되었다(Kim et al(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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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III-7.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growth of total bacterial 

cells (A) and yeast (B) in seasoned soybean paste during storage 

at 25℃. symbols, ● : control,■ : 2% ethanol, ▲ : heating at 80℃ for 30 

min, ○ : 2.5 kGy, □ : 5.0 kGy, △ : 10.0 kGy (Kim et al(B)., 2000)

㉯ 메주의 Bacillus균은 무처리군에서는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식하 으나 감마선 조사

로 균의 증식이 감소하 으며 10 kGy의 감약 5 log cycle 정도 감소시키는 효과를 찰하 다 

(Fig. 8 Kim et al(B)., 2000). 메주의 곰팡이는 10 kGy의 감마선 조사로 완  사멸되었다(Kim 

et al(B)., 2000).

㉰ 김치의 산패  부패에 련된 젖산균의 사멸을 해서는 방사선 선량 4.68~7.32 kGy 필요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Byun et al., 1989).

            

Fig. 4-III-8. Changes of the Bacillus cells in gamma irradiated-grain 

shape improved Meju during storage at 25℃. 

● : non irradiation, ○ : 5 kGy, □ : 10 kGy, △ : 2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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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III-9. Radiation survival curves of bacterial cells related to Kimchi 

fermentation. 

×: Lactobacillus brevis, □: Lactobacillus plantarum, △: Leuconostoc 

mesenteroides ●: Pediococcus cerevisiae, ○: Streptococcus faecalis 

 ② 양학  변화

㉮ 유리아미노산 

   Glutamic acid는 된장, 고추장  청국장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이었으며, 두 

번째로 많은 양 함유된 아미노산은 장류에 따라 달랐다. 된장에는 threonine,  고추장에서는 

proline, 그리고 청국장에는 isoleucine 함량이 glutamic acid 다음으로 많았고, 가장 게 함유

된 아미노산은 된장은 arginine, 고추장과 청국장은 cystein이었다. 콩의 제한 단백질인 

methionine의 함량도 상 으로 낮았다.

   장류에 감마선을 20 kGy까지 조사하여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장류의 

아미노산은 상당히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Kim et al., 2001). 이러한 결과는 두분말을 방사

선 조사하 을 때 일부 아미노산의 함량은 증가하고 cystein은 유의 으로 감소하 다는 보고

와 다소 차이가 있다. 

Table 4-III-31. Relative composition of free amino acid in gamma irradiated doenjang, 

kochujang and chungkoo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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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산 조성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시료 모두에서 linole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았고 stearic acid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된장과 청국장의 지방산 조성을 거의 유사하 으며, 고추장은 된장과 청

국장에 비하여 상 으로 palmitic acid와 linoleic acid의 조성비가 높았고, stearic acid, oleic 

acid, linolenic acid의 조성비는 낮았다. 한편,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의 지방산 조성은 고추장의 

oleic acid에서 다소의 증감이 찰되었으나 통계 인 유의차는 없었으며, 된장과 청국장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20 kGy 범 의 감마선 조사는 된장, 청국장  고추장의 자방산 

조성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 다(Kim et al., 2001). 그러나 청국장을 40 kGy 이상의 

고선량으로 조사하 을 때 linoleic acid과 linolenic acid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Kim et 

al., 2001).

Table 4-III-32. Relative compositions of fatty acids in gamma irradiated 

doenjang, kochujang and chungkookjang

㉰ 유기산

   감마선을 조사한 시료의 유기산 조성은 청국장에서 유의 인 변화를 나타내었다. 즉 감마선

을 조사하지 않은 청국장의 citric acid와 succinic acid는 각각 체 유기산  2% 내외를 차지

하던 것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10% 수 까지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malic acid는 

40%에서 30%로 낮아졌다. 그러나 10 kGy와 20 kGy의 감마선 조사 시료 간에는 유의 인 차

이가 없었다. 한편, 된장의 유기산 조성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고추장에서도 청국장과 유사하

게 citric acid와 succinic acid의 함량 증가가 찰되었으나 통계 인 유의성을 찾아볼 수 없었

다. 따라서 20 kGy 범 의 감마선 조사는 된장과 고추장의 유기산 조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

으나 청국장의 유기산 조성에는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Kim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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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33. Relative compositions of acids in gamma irradiated doenjang, 

kochujang and chungkookjang

㉱ 당함량 변화와 알코올 생성

   고추장을 15 kGy로 조사하여 60일 간 장하 을 때 조사구의 총 당 함량은 40일 이후 감

소하 으나 조구의 총 당 함량은 장 이후 지속 으로 감소하 다. 발효기간  알코올 생

성량은 방사선 조사한 고추장의 경우 60일 동안 알코올이 생성되지 않았으나 조 시료에서는 

발효 기간을 통해 알코올 생성이 지속 으로 증가 하 다(Kim et al., 1998). 본 연구에서 15 

kGy는 알콜 생성에 여하는 효모를 사멸시키는 데 효율 인 농도임을 알 수 있었다 (Kim et 

al., 1998).

                 

Fig. 4-III-10. Total sugar and alcohol content changes in 15 kGy 

irradiated and control Kochujang during fermentation at 

25℃.

alcohol; ◆-◆:control,■-■:irradiation, total sugar;▲-▲:control,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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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합식품

   김밥, 제빵용 난백, ready-to-eat 식품, 유아식품, 시 용 아이스크림, 소스  조미료 등 식

품에 한 방사선 조사는 식품 의 미생물을 효율 으로 제어하여 식 독 등의 험을 막고 

한 제품의 상품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목 으로 사용되어 양소의 변화에 한 연구는 되

어 있지 못하 다.

 ① 미생물 변화

  ㉮ 김밥

   ㄱ. 호기성균수

   식 독을 일으키는 단일 식품으로 가장 주목을 받는 김밥은 3 kGy로 조사했을 경우 5 log 

정도의 세균수을 감소시켜 10℃에서 24시간 동안 장하여도 세균이 증식하지 않았다. 그러나 

3 kGy로 조사된 김밥을 30℃에서 24시간 장했을 경우 조사선량에 계없이 세균수가 격

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Lee et al., 2005) 김밥을 장하는 온도의 요성이 강조되었다.

   ㄴ. 곰팡이

   김밥 내의 곰팡이 수는 5.08 log CFU/g이었으며 3 kGy로 조사했을 경우 2 log CFU/g정도

로 감소하 고 10℃에서 24시간 장했을 경우 곰팡이의 증식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30℃에서 

24시간 장했을 경우 조사선량에 계없이 곰팡이는 격히 증가하 다(Lee et al., 2005).

  ㄷ. 병원균 미생물 

   김밥 (Chung et al., 2007)에 병원성 미생물을 종하여 방사선을 조사하여 이들 세균의 살

균정도를 살펴보았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과 Listeria ivanovii 3 kGy로 조사했을 때에는 

장온도 장 시간에 상 없이 김밥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E. coli와 Staphylococcus 

aureus 는 3 kGy로 조사하 을 때 10C 장 온도에서는 장시간에 상 없이 검출되지 않았으

나 장 온도 20도와 30도에서는 살균 즉시 검출되지 않았지만 8시간 이후에는 검출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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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3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growth of total aerobic bacteria 

and total mold in Kimbab during storage at different temperatures

Table 4-III-35. Effect of irradiation on growth(log CFU/g) of Salmonella 

Typhimurium(KCTC) in Kimbab during storage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Table 4-III-36. Effect of irradiation on growth(log CFU/g) of Escherichia coli(KCTC 1682) 

in Kimbab during storage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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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용 아이스크림 

   ㄱ. 호기성 세균

   아이스크림의 종류에 따라 호기성균을 억제하는 방사선 조사선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경우 1 kGy로 조사했을 때에는 조사 직후 호기성 세균은 검출되

었으나 2주부터 검출되지 않았고, 3 kGy로 조사하 을 경우에는 기부터 4주간 모두 검출되

지 않았다. 그러나 콜렛과 딸기 아이스크림은 5 kGy 선량으로 조사되어야만 호기성 세균이 

4주간 검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Jo et al., 2007).

Table 4-III-37.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 of ice cream with different flavors 

commercially available in Korea and its irradiation effect during 

storage at -20℃

    

   ㄴ. 병원성 세균

   시 용 아이스크림에 병원성 세균을 종한 후 방사선으로 조사하여 이들 균을 살균할 수 

있는 안 한 방사선량에 한 조사를 한 결과 E. coli는  바닐라, 쵸콜렛 아이스크림의 경우 1 

kGy에서 조사 후 균이 검출되었으나 2주후에는 검출이 되지 않았다. 3 kGy 조사 시에는 기

부터 균의 검출을 막을 수 있었으나 딸기 아이스크림은 5 kGy로 조사하여야 기 균의 검출

을 막을 수 있었다(Jo et al., 2007). 이상의 결과를 보면 E. coli는 냉동 장 시 생육이 상당히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Salmonella Typhimurium은 세 종류의 아이스크림 모두 1 kGy에서 

균의 증식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었으나 Listeria ivanovii는 E. coli 와 유사하게 5 kGy 조사 선

량에서 완 히 균의 검출을 막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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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38.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Escherichia coli in ice cream during 

storage a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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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에의 용에 한 문가 의견 수렴

(1) 연구방법  범

 (가) 연구 상  방법 

   본 연구의 연구 상은 단체 식  단체 식 련 생 담당 교수  연구원 78명, 그리고 

단체 식회사  식품업체 종사자 63명으로 총 141을 상으로 하 다. 연구방법은 개발한 설

문지를 선정된 연구 상자의 이메일을 확인한 후, 개별 으로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본

인이 직  기록하게 한 후 이메일로 회신하도록 하 다. 설문지 조사는 2007년 11월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수행하여 회수된 설문지를 조사에 이용하 다. 설문지 회수는 단체 식 공 교

수  연구원은 52부, 단체 식회사  식품업체 종사자는 46부가 회수되었다(총 회수율 

69.5%). 

 (나) 설문지 내용 

   본 연구에서는 조사도구로 설문지를 이용하 고 설문내용은 5가지 항목으로 구성하 고 측

정척도는 선다형 질문형태로 구성하 다. 

   첫째 항목은 조사 상자의 인 사항으로는 성별, 직업(교수  연구원, 단체 식  식품업

체 종사자), 연령으로 구성하 다. 

   둘째 항목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식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인지도 4개 문항

(방사선조사기술의 과학  안정성에 한 인식, 식품에서의 활용분야에 한 인지도 등), 방사

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 5개 문항(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 이용 확 에 한 의견 

등)으로 구성하 다.

   셋째 항목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인식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인식 5개 문항(인체에 미치는 향, 방사선 조사식품 섭취에 한 불안감, 불안한 이유 등), 방

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입증에 한 견해 5개 문항(법  허가 사항에 한 인지도, 안 성에 

한 법  제도의 충분성 등)으로 구성하 다. 

   넷째 항목은 단체 식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에 한 인식  사용방안으로, 단체 식

소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에 한 인식 5개 문항(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장 ,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시 식 독 방의 효과성 등),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를 우선 용해야 하는 

식품 1문항, 단체 식소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방안 5개 문항(단체 식소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문제 ,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여부에 향을 미치는 주체 등)으로 구성하

다. 

   다섯째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 용을 한 문제   략에 한 연구 과제에 

하여 국민, 단체 식 상자, 단체 식 운 자, 정부 측면에서 의견을 자유로이 서술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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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형태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로 빈도  백분

율을 구하 다. 조사 상자의 집단별(교수  연구원집단 와 업계 생담당자 집단) 차이는 교

차분석(χ2
 검증)을 실시하여 분석하 다. 

(2) 연구결과  고찰

 (가) 조사 상자의 인 사항

  조사 상자의 인 사항으로는 성별 분포를 살펴보면 남자 36명(37.1%), 여자 61명(62.9%)이었

으며, 직업의 분포의 경우 단체 식 공 교수49명(50.0%)  연구원 3명(3.1%), 단체 식  

식품업계 생담당자 46명(46.9%)이었다. 평균 연령은 38.06세로 나타났다(Table 46). 

 (나) 방사선 조사기술  조사식품에 한 인식

  1)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인지도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인식에 한 결과는 Table 47과 같다. 조사 상자의 41명(41.8%)이 

‘안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8명(18.4%)이 ‘안 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1998년 성

인 남녀를 상으로 진행된 연구(김효정, 김미라, 1998)에서는 조사 상자의 37.7%가 유해하다

고 인식하고 있었고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조사 상자의 19.2%에 해당되어 본 연

구 결과와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III-39. Demographics of the subject

빈도 백분율

성 별

  남자 36 37.1

  여자 61 62.9

  소계 97 100.0

직업

  교수 49 50.0

  연구원 3 3.1

  단체급식 및 식품업체 위생담당자 46 46.9

  소계 98 100.0

N Mean ± SD

연 령 98 38.06±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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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분포는 1999년 일반 주부를 상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식 연구(김효정, 김미라, 

1999)에서, 조사 상자의 38.4%가 유해하다 하 고, 18.7%가 유해하지 않다고 하 으며, 2002년

에 진행된 연구(김효정, 김미라, 2002)에서도 조사 상자의 47.1%가 유해하다고 인식하고 10.0%

가 유해하지 않다고 인식하여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소비자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일반 성인과 문가 집단의 경우 방

사선 조사기술의 안 성에 한 인식 수 은 큰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궁극 으로는 

일반인뿐 만 아니라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교육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상인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에 따른 차이에서, 방사선 조

사기술을 안 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교수  연구원 집단(86.5%)보다 업계 생담당자 집단

(58.7%)이 낮게 나타났으며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1). 이는 향후 방사선 조사식품의 활

용을 하여서는 업계 생담당자에 한 교육이 더 실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기술의 식품에서의 활용분야, 즉 발아억제, 해충  기생충 방제, 숙도 조정, 병

원균 살균 등에 하여 인지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조사 상자의 94.8%가 알고 있었으며 

9.2%만이 모른다고 응답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활용분야에 하여서는 상당히 인지도가 높음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 의 차이에서 업계 생

담당자 집단의 인지도가 교수  연구원 집단보다 유의 (p<0.001)낮게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기술의 식품산업에 있어서의 유용성에 하여 조사한 결과, 조사 상자  

80.6%이 정 인 답변을 하 으며, 3.1%는 부정 인 답변을 하여 조사 상자는 방사선 조사

기술이 식품 산업에 있어서 반 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수  연구

원 집단은 28.8%가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업계 생담당자 집단은 30.4%가 ‘그

 그 다(21.7%)’와 ‘잘 모르겠다(8.7%)’고  응답하 으며 두 집단 간에는 유의 (P<0.001)인 

인식 차이를 보 다. 방사선 조사기술이 식품 산업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부분에서 도움이 되

는지에 한 조사에서, 식품의 장성 향상은 62.3%, 효과 인 살균  멸균은 62.2%, 효과

인 해충, 기생충 방제는 54.1%, 식품의 품질 향상은 23.5%라고 답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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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40. Experts' perception on the irradiating technology           N(%)

교수 및     

 연구원

업체 위생

  담당자
총 합 χ2값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과학적 안정성에 대한 인식

14.687**

매우 안전하다 4(7.7) 1(2.2) 5(5.1)

안전하다 26(50.0) 10(21.7) 36(36.7)

그저 그렇다 15(28.8) 16(34.8) 31(31.6)

별로 안전하지 않다 4(7.7) 14(30.4) 18(18.4)

전혀 안전하지 않다 0(0.0) 0(0.0) 0(0.0)

잘 모르겠다 3(5.8) 5(10.9) 8(8.2)

방사선 조사기술의 식품에서의 활용 분야에 대한 인지도

22.394***잘 알고 있다 31(59.6) 6(13.3) 37(38.1)

약간 알고 있다 20(38.5) 35(77.8) 55(56.7)

거의 모른다 1(1.9) 4(8.9) 5(5.2)

방사선 조사기술의 식품산업에 있어서의 유용성 정도 

18.671**

매우 큰 도움이 된다 15(28.8) 4(8.7) 19(19.4)

도움이 된다 32(61.5) 28(60.9) 60(61.2)

그저 그렇다 2(3.8) 10(21.7) 12(12.2)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3(5.8) 0(0.0) 3(3.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0) 0(0.0) 0(0.0)

잘 모르겠다 0(0.0) 4(8.7) 4(4.1)

소  계 52(100.0) 46(100.0) 98(100.0)

방사선 조사기술의 식품산업에 있어서의 유용성 방향(복수응답)

식품의 저장성 향상 62(63.3)

식품의 품질 향상 23(23.5)

효과적인 살균 및 멸균 61(62.2)

효과적인 해충, 기생충 방제 53(54.1)

식품의 수․출입의 확대 21(21.4)

**
<0.01,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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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 결과는 Table 48에 제시하 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해 들

어본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잘 알고 있다’ 27.6%, ‘들어본 이 있으며 어느 정도 안다’ 

51.0%, ‘들어본 이 있으나 잘 모른다’ 21.4%, ‘처음 듣는다’는 0.0%로 나타났다. 2002년 성인 

남녀를 상으로 조사한 연구(김효정, 김미라 2002)에 의하면 체응답자의 2.0%만이 ‘들어본 

이 있으며 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하 으며, ‘들은 이 있으나 잘 모르겠다’가 38.3%, ‘들어

본 이 없다’47.1%로 본 연구결과와 많은 차이가 나타났다. 식품 공 학생들을 상으로 한 

연구(남혜선 등 2000)에서는 56%가 방사선 조사식품에 하여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 연구 결

과의 78.6%보다는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이는 본 연구의 상이 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 

성인 집단과 식품 공 학생들보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간의 차이를 살려보면,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교수  연구원 집단에서는 88.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업계 생담당자 

집단에서는 67.4%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 

간에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유의 (P<0.001)인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록 

1999년에 이루어져서 재 수 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상되지만 주부를 상으로 한 연

구 결과(김효정, 김미라,1999)에 의하면 연구 상인 주부들의 90.1%가 방사선 조사식품에 하

여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 등학교 식의 경우, 학부모 운 원회에서 식에 

어떤 식품을 선택하는 가에 한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을 볼 때, 방사선 조사식품에 하

여 학부모가 어느 정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 지가 학교 식에서의 식품 선택에 향을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학부모 상의 교육의 필요성이 실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

식품의 이용 확 에 한 견해에서, 정 인 응답은 조사 상자의 30.6%, 부정 인 응답은 

19.4%로 정 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긴 하 으나 ‘그  그 다’가 42.9%, ‘잘 모르겠다’가 

7.1%를 차지하여 반에 가까운 조사 상자는 도 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집단별로 비교

하여 보면, 교수  연구원 집단은 정 으로 응답한 비율이 46.1%로 유의 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나 업계 생담당자는‘그  그 다’로 응답한 비율이 56.5%로 유의 으로 높인 비율을 

나타냈다(p<0.01).

   방사선 조사식품의 생활에서의 필요성에 한 문항에서 정 으로 응답한 비율은 77.5%를 

차지하여 부분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방사선 조사식품 련 연구 진행에 한 의견 조사에서, 조사 상자의 84.7%가 ‘진행되어야 한

다’로 응답하여 향후 방사선 조사식품 련하여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방사선 조사식품 련하여 연구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교수  연구원 집

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 간에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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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사용 정도에 한 인식 결과에서, 조사 상자의 79.6%가 사

용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해외에서의 사용하는 것에 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인식하

으며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 간에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Table 4-III-41. Experts' recognition on the irradiated food           N(%)    

교수 및

연구원

 업계 위생

  담당자
합계 χ2 값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인지도

17.245***잘 알고 있다 23(44.2) 4(8.7) 27(27.6)

들어본 적이 있으며 어느 정도 안다 23(44.2) 27(58.7) 50(51.0)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모른다 6(11.5) 15(32.6) 21(21.4)

처음 듣는다 0(0.0) 0(0.0) 0(0.0)

방사선 조사식품의 이용 확대에 대한 의견

15.500**

매우 그렇다. 2(3.8) 0(0.0) 2(2.0)

그렇다  22(42.3) 6(13.0) 28(28.6)

그저 그렇다 16(30.8) 26(56.5) 42(42.9)

그렇지 않다 9(17.3) 9(19.6) 18(18.4)

전혀 그렇지 않다 1(1.9) 0(0.0) 1(1.0)

잘 모르겠다 2(3.8) 5(10.9) 7(7.1)

방사선 조사식품의 생활에서의 필요성

6.672

매우 필요하다 5(9.6) 1(2.2) 6(6.1)

어느 정도 필요하다 38(73.1) 32(69.6) 70(71.4)

그저 그렇다 4(7.7) 8(17.4) 12(12.2)

별로 필요하지 않다 5(9.6) 3(6.5) 8(8.2)

전혀 필요하지 않다 0(0.0) 0(0.0) 0(0.0)

잘 모르겠다 0(0.0) 2(4.3) 2(2.0)

방사선 조사식품 관련 계속적인 연구 진행에 대한 의견

3.246진행되어야 한다 47(90.4) 36(78.3) 83(84.7)

유보되어야 한다 2(3.8) 6(13.0) 8(8.2)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0(0.0) 0(0.0) 0(0.0)

잘 모르겠다 3(5.8) 4(8.7) 7(7.1)

방사선 조사식품의 해외에서의 사용 정도에 대한 인식

5.680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다 4(7.7) 4(8.7) 8(8.2)

사용되고 있다  41(78.8) 29(63.0) 70(71.4)

그저 그렇다 3(5.8) 2(4.3) 5(5.1)

사용되지 않고 있다 1(1.9) 1(2.2) 2(2.0)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다 0(0.0) 0(0.0) 0(0.0)

잘 모르겠다 3(5.8) 10(21.7) 13(13.3)

합 계 52(100.0) 46(100.0) 98(100.0)

**
<0.01,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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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인식

  1)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인식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인식 결과를 Table 49에 제시하 다. 방사선 조사식품이 

인체 안 에 미치는 향에 해 ‘안 하다’는 견해가 ‘안 하지 않다’는 견해보다 높게 나타났

으나 ‘잘 모르겠다’와 ‘그  그 다’가 43.6%로 높게 나타나 반 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인

체 안 성에 해 부정 인 인식을 보 으나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간

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에 한 불안감에 해 ‘매우 불안하다’와 ‘불안하다’로 응답한 비율

은 52.0%로 조사 상자의 반 이상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불안하다

는 인식이 교수  연구원 집단은 32.7%이나 업계 생담당자 집단은’ 69.6%로 높았으며 유의

(p<0.01)인 차이를 보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가 불안한 이유에 한 복응답 결과, ‘안 성에 한 확신 결

여’(39.8%), ‘생각하지 않은 악 향의 발생 가능성’(31.6%), ‘안정과 험의 정보에 해 단하

기 어렵기 때문’(23.5%), ‘자손에게 좋지 않은 향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16.3%), ‘TV와 

신문 등에서 험하다고 보고하기 때문’(4.1%), '어려운 기술이어서 잘 알 지 못하기 때

문’(2.0%)의 순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에 한 불안감의 해소 방안에 하여 조사한 결과,‘안 성에 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61.5%), ‘방사선 조사식품에 해 이해시켜야 한다’(25.3%),‘방사선 조

사식품이 국내에서 활용되는 상황에 해서 알려야 한다’(6.6%),‘TV 등 매스컴에서 안 하다고 

보도해야 한다’(5.5%), ‘ 로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1.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수  연

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간에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로써 체 으로 향

후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에 한 불안감 해소를 하여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무엇보다 안 성에 하여 확신을 갖도록 하여야 함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

었다.

   방사선 조사식품(복합조미식품  소스류)의 안 성에 한 인식 결과, 안 하다는 32.7%로, 

안 하지 않다 10.2%보다 높았으나 립 인 의견이 57,2%로 나타나 안 성에 한 인식은 높

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 간에 유의 인 

의견 차이(p<0.05)를 나타내어 교수  연구원 집단은 안 성에 하여 정 으로 응답한 비

율(46.2%)이 높은 반면 업계 생담당자 집단은 안 성에 하여 부정 으로 응답한 비율

(13.0%)과 립 인 의견으로 응답한 비율(69.5%)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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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입증에 한 견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입증에 한 견해 결과를 Table 50에 제시하 다. 방사선 조사식

품의 안 성 입증을 하여 강조되어야 할 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안 성에 한 지속

인 평가가 49.5%를 차지하여 반에 가까운 조사 상자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안 성에 한 

일회성이 아닌 장기 이고 지속 인 평가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이 법 으로 허용된 사실을 알고 있는

지 조사한 결과, 조사 상자의 42.9%가 알고 있었으며, 조사 상자의 52.0%는 모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성인남녀를 상으로 한 선행 연구 결과(김효정, 김미라, 1998 : 김효정, 김미라 

2002)에서는 체응답자의 83.7%와 88.0%가 법  허용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주부를 상으로 

한 연구(김효정, 김미라, 1999)에서도 연구 상자의 86.3%가 모른다고 응답하여 본 연구의 

문가 집단이 법  허용 사실에 한 인지도가 높은 수 임을 알 수 있었다. 한 교수  연구

원 집단은 조  알고 있다가 36.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반면 업계 생담당자 집단은 잘 

알지 못한다가 39.1%로 높은 응답을 보 으며 두 집단간에 유의 (p<0.05)인 차이를 보 다. 

본 연구가 문가 집단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  허용 사실에 하여 

반 이상이 모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문가 집단을 포함한 일반인을 상으로 이에 한 홍보

가 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문가 집단의 경우 학회  학술 회와 같은 기회를 이용

하여 극 인 홍보를 실시함과 동시에 지속 인 심포지움 등을 개최함으로 홍보를 한 기회

를 마련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일 것이라고 사료된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재 법  제도가 충분한지에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충분하다고 응답하 고 35.8%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 으며 27.6%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여 문가들도 방사선 조사식품의 법 제도에 한 이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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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42. Experts' perception on safety of the irradiated food           N(%)

교수 및   

연구원

업계 위생

  담당자
합 계 χ2 2 2 값

방사선 조사식품이 인체 안전에 미치는 영향

3.996

매우 안전하다 3(5.8) 1(2.2) 4(4.1)

안전하다 20(38.5) 12(26.1) 32(32.7)

그저 그렇다 16(30.8) 15(32.6) 31(31.6)

안전하지 않다 0(13.5) 12(26.1) 19(19.4)

전혀 안전하지 않다 7(0.0) 0(0.0) 0(0.0)

잘 모르겠다 6(11.5) 6(13.0) 12(12.2)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에 대한 불안감

15.081**

매우 불안하다 1(1.9) 1(2.2) 2(2.0)

불안하다 17(32.7) 32(69.6) 49(50.0)

그저 그렇다 13(25.0) 7(15.2) 20(20.4)

별로 불안하지 않다 18(34.6) 6(13.0) 24(24.5)

전혀 불안하지 않다 3(5.8) 0(0.0) 3(3.1)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가 불안한 이유(복수응답)

안전성에 대한 확신 결여 39(39.8)

생각하지 않은 악영향의 발생 가능성 31(31.6)

자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 16(16.3)

안전과 위험의 정보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 23(23.5)

어려운 기술이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 2(2.0)

TV와 신문 등에서 위험하다고 보도하기 때문 4(4.1)

소비자단체 등에서 위험하다고 보도하기 때문 0(0.0)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에 대한 불안감 해소방안

3.167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해 이해를 시켜야 한다 13(27.7) 10(22.7) 23(25.3)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27(57.4) 29(65.9) 56(61.5)

방사선 조사식품이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알려야 한다
3(6.4) 3(6.8) 6(6.6)

TV 등 매스컴에서 안전하다고 보도해야 함 4(8.5) 1(2.3) 5(5.5)

외국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0(0.0) 0(0.0) 0(0.0)

절대로 불안은 해소되지 않는다 0(0.0) 1(2.3) 1(1.1)

복합조미식품 및 소스류 등의 방사선 조사한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

10.740*

매우 안전하다 4(7.7) 0(0.0) 4(4.1)

안전하다 20(38.5) 8(17.4) 28(28.6)

그저 그렇다 17(32.7) 25(54.3) 42(42.9)

안전하지 않다 4(7.7) 6(13.0) 10(10.2)

전혀 안전하지 않다 0(0.0) 0(0.0) 0(0.0)

잘 모르겠다 7(13.5) 7(15.2) 14(14.3)

합 계 52(100.0) 46(100.0) 98(100.0)

*
<0.05,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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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에 한 홍보에 한 인식 조사에서, 조사 상자의 91.8%가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에 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재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에 한 홍보가 매우 부족하므로 앞으로 홍보 방안  략을 구축해야 하겠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신뢰할 만한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 조사 상자의 66.7%가 정부기

으로 응답하여 문가 집단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정보의 제공원으로서 정부기 을 가

장 신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교수  연구원 집단과 업계 생담당자자 간의 의견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교수  연구원 집단 정부기 과 학을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 생각하고 있

는 반면 업계 생담당자는 소비자단체와 정부기 을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 생각하고 있으

며 두 집단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1). 반면 선행연구(김효정, 김미라, 1998 : 김효

정, 김미라 1999)들에 의하면 일반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교육 매체로서 TV나 

라디오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81.0%, 86.3%)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문가 집단과는 차이

를 보 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정보 제공을 한 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상별(일

반성인, 교수  연구원, 업계 종사자)에 따라 각기 다른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

일 것으로 사료된다.

   Paisan Loaharanu(1998)는 미국에서는 1993   E.coli 0157:H7의 발생 이후 방사선 조사와 

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는  ABC와 방송사가 방사선 

조사에 한 정확한 정보를 공포하기 시작함으로써 미국의 들이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 다. 한 냉동 햄버거에서  E.coli 0157:H7을 제거하기 해 

방사선 조사를 사용할 도 범 한 여론이 조성하여 시행하 음을 보고하 다. 따l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방사선 조사식품 이용의 확 를 해서는 국가에서 정책 으로 방안을 설정하여 

홍보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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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43. Expert's opinions on approving safety of irradiated food          N(%)

                                               교수 및

                                                연구원  

업계 위생

 담당자
합 계 χ2값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정성 입증을 위하여 강조되어야 할 점

4.879

 국내외적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법적인 제도

 의 강화 
9(18.8) 5(11.6) 14(15.4)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관리 7(14.6) 10(23.3) 17(18.7)

 방사선 조사식품 검증기관 확대 5(10.4) 10(23.3) 15(16.5)

 기술의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27(56.3) 18(41.9) 45(49.5)

방사선 조사식품의 법적 허가에 대한 인지도

9.619*
잘 알고 있다 10(19.2) 3(6.5) 13(13.3)

조금 알고 있다  19(36.5) 10(21.7) 29(29.6)

그저 그렇다 1(1.9) 4(8.7) 5(5.1)

잘 알지 못 한다 16(30.8) 18(39.1) 34(34.7)

전혀 알지 못 한다 6(11.5) 11(23.9) 17(17.3)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법적 제도의 충분성

5.941

매우 그렇다 2(3.8) 0(0.0) 2(2.0)

그렇다  5(9.6) 2(4.3) 7(7.1)

그저 그렇다 16(30.8) 11(23.9) 27(27.6)

그렇지 않다 14(26.9) 13(28.3) 27(27.6)

전혀 그렇지 않다 2(3.8) 6(13.0) 8(8.2)

잘 모르겠다 13(25.0) 14(30.4) 27(27.6)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에 대한 홍보

3.238
  매우 많다 0(0.0) 0(0.0) 0(0.0)

  많다 0(0.0) 0(0.0) 0(0.0)

  그저 그렇다 4(7.7) 4(8.7) 8(8.2)

  적다 25(48.1) 14(30.4) 39(39.8)

  매우 적다 23(44.2) 28(60.9) 51(52.0)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원

14.799**

  언론매체(신문, TV) 5(10.4) 2(4.4) 7(7.5)

  소비자단체 2(4.2) 11(24.4) 13(14.0)

  대학 10(20.8) 1(2.2) 11(11.8)

  정부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식품의약품안전청) 31(64.6) 31(68.9) 62(66.7)

  인터넷 0(0.0) 0(0.0) 0(0.0)

  기타 0(0.0) 0(0.0) 0(0.0)

합 계 48(100.0) 45(100.0) 93(100.0)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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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단체 식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에 한 인식  사용 방법

1) 단체 식소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에 한 인식

   단체 식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에 한 인식에 한 연구 결과는 Table 51과 같다. 

먼  외국에서 식 독 방을 하여 단체 식소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

에 해 조사 상자의 33.7%가 정 으로, 28.6%가 부정 으로, 29.6%가 립 으로 응답하여 

정 인 의견과 부정 인 의견이 비슷한 수 이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일반 

성인보다 높은 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단체 식소

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에 해서 매우 신 해야 하며 한 일반인이나 주부(학부모)들

을 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소에서의 사용에 한 견해조사가 인으로 시행

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E.coli 0157:H7, 살모넬라, 황생포도상구균  노로바이

러스 등 식품에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을 효과 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식 독 방 기술로

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고 있는데 방사선이 조사된 햄버거를 학교 심 식에 공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이주운, 2006). 그러나 국내에서는 문인들도 아직은 단체 식소에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는 것에 한 정 인 비율이 낮음을 생각할 때, 단체 식소에 용하는 것

은 매우 신 하게 략 으로 근해야 할 과제라 보겠다.

  단체 식소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장 에 한 응답으로 식 독 방(54.3%)과 식재

료의 장 기간 연장(31.9%)의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 으며,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식 독 

방 효과에 한 질문에 53.2%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여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식 독 방 효과에 하여는 다수가 정 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식소에서 생 리를 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는 것에 한 인식에서, 28.6%

가 바람직하다고 정 인 답변을, 32%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정 인 답변을, 34%가 그  그

다로 응답하 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에 한 복응답에서 안

성에 한 충분한 검증이 미비하다(26.5%), 방사선 조사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많다(16.3%),

식 상자와 학부모의 반 가 클 것이다(15.3%)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 다. 조사 상자들은 단

체 식소에서 생 리상의 장   식 독 방 효과에 하여서는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 

단체 식소에 용하는 것에 하여서는 매우 신 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우선 용 상 식품에 한 결과는 Table 52에 제시

하 다. 문가들은 채소류 34.7%, 조미료류 27%, 육류 17%, 생선류 8%, 곡류 7%, 과일류 3%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야채류를 우선 으로 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났는데 이는 야채류는 익히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식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식 독 발생 험성이 높아서 우선 용 상 식품에 한 비율이 높다고 사려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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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44. Expert's perception of utilization of irradiated foods in institutional 

foodservice                                                N(%)

교수 및 

 연구원

업계 위생

담당자
합계 χ2값

외국에서 식중독예방을 위해 단체급식소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에 대한 견해

6.526

매우 바람직하다 2(3.8) 1(2.2) 3(3.1)

바람직하다 19(36.5) 11(23.9) 30(30.6)

그저 그렇다 12(23.1) 17(37.0) 29(29.6)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13(25.0) 12(26.1) 25(25.5)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3(5.8) 0(0.0) 3(3.1)

잘 모르겠다 3(5.8) 5(10.9) 8(8.2)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장점

4.397

잔류농약의 위험 부담 감소 5(9.8) 2(4.7) 7(7.4)

원가절감 1(2.0) 5(11.6) 6(6.4)

식중독 예방 29(56.9) 22(51.2) 51(54.3)

식재료의 저장기간 연장 16(31.4) 14(32.6) 30(31.9)

조리식품의 품질 향상 0(0.0) 0(0.0) 0(0.0)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식중독 예방의 효과성

3.058

매우 그렇다 3(5.9) 2(4.4) 5(5.2)

그렇다  30(58.8) 19(42.2) 49(51.0)

그저 그렇다 12(23.5) 21(46.7) 33(34.4)

그렇지 않다 5(9.8) 2(4.4) 7(7.3)

전혀 그렇지 않다 1(2.0) 1(2.2) 2(2.1)

잘 모르겠다 0(0.0) 0(0.0) 0(0.0)

위생관리를 위해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에 대한 인식

8.562

매우 바람직하다       0(0.0) 1(2.2) 1(1.0)

바람직하다 18(34.6) 9(19.6) 27(27.6)

그저 그렇다 13(25.0) 21(45.7) 34(34.7)

바람직하지 않다 17(32.7) 10(21.7) 27(27.6)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3(5.8) 2(4.3) 5(5.1)

모르겠다 1(1.9) 3(6.5) 4(4.1)

합 계 52(100.0) 46(100.0) 98(100.0)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

방사선 조사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많다 16(16.3)

급식대상자 또는 학부모의 반대가 클 것이다 15(15.3)

소비자 단체의 반대가 클 것이다 8(8.2)

시기적으로 아직 사용할 분위기가 되어있지 않다 11(11.2)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미비하다 26(26.5)

강력한 법적인 제도가 보완된 후이어야 한다 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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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45. Possible food applied by irradiation                            N(%) 

교수 및   

연구원

업계 위생

 담당자
합계 χ2 값

육류 10(19.2) 7(16.3) 17(17.9)

7.494

곡류 6(11.5) 1(2.3) 7(7.4)

채소류 16(30.8) 17(39.5) 33(34.7)

과일류 1(1.9) 2(4.7) 3(3.2)

생선류 2(3.8) 6(14.0) 8(8.4)

조미료류 17(32.7) 10(23.3) 27(28.4)

2) 단체 식소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 방안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방안에 한 결과를 Table 53에 제시하 다. 먼 , 단

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의 문제 에 하여서는 인체유해성에 한 불안이 많다

(82.7%), 방사선 조사기술에 해 잘 알지 못 한다(42.9%), 방사선 조사와 방사능 오염을 잘 구

별하지 못하고 있다(33.7%), 정부에서 단체 식소 활용에 한 확신을 주지 않고 있다(30.6%),

소비자 단체 등에서 험하다고 본다(21.4%), TV와 매스콤에서 험하다고 한다(17.3%)의 순으

로 나타났다. 즉 방사선 조사기술 자체에 한 이해 부족 인한 것이 부분임을 알 수 있었고 

한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와 방사능 오염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에서 교수  연구원 집단이 업계 생 담당자 집단보다 유의 (p<0.05)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여부에 향을 미치는 주체에 해 학부모(학교 식)가 

47.7%, 식 상자가 23.9%로 가장 많은 향력을 미친다고 응답하 다. 집단간 차이에서, 교

수  연구원 집단은 학부모(68.9%), 소비자단체(13.3%) 순으로, 업계 생담당자 집단은 식

상자(37.2%), 소비자단체(32.6%) 순으로 응답하 으며 집단간에는 유의 (p<0.001)인 차이를 

보 다. 따라서 향후 학교 식에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을 하여서는 학부모를 상으로 한 홍

보가, 다른 역의 단체 식에서는 식 상자를 상으로 한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소에서 활용 시 바람직한 근방법에 하여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근 방법은 ‘각 시․도별로 시범 식소를 지정하여 용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

(48.4%)’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병원, 사업체, 학교 식,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표

식소 1개소를 지정하여 운 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23.7%),‘성인을 상으로 하는 사

업체 식소부터 운 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20.4%)’, ‘식 독 사고가 많은 학교 식부

터 우선 용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7.5%)’ 순으로 응답하 다. 교수  연구원 집단

과 업계 생담당자 집단간의 차이에서, 모두 ‘각 시․도별로 시범 식소를 지정하여 용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교수  연구원 집단은 ‘성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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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하는 사업체 식소부터 운 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 그 다음은 병원, 사업체, 

학교 식,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표 식소 1개소를 지정하여 운 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의 순으로 나타났고, 업계 생담당자 집단은 ’병원, 사업체, 학교 식, 사회복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표 식소 1개소를 지정하여 운 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 그 

다음은 ‘성인을 상으로 하는 사업체 식소부터 운 하고, 단계 으로 확 해야 한다’의 순으

로 나타나 견해차가 있었으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을 한 우선 과제로는 ‘정부 기 의 소비자 상 교육 

 홍보’(40.8%), ‘범국민  차원으로 정부 기 에서의 홍보’(39.8%)로 응답하 다. 즉 소비자 

상 그리고 국민 상 홍보가 가장 우선 인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집단간 차이에서, 교수 

 연구원 집단은 정부기 이 소비자 상 교육  홍보를, 업계 생담당자는 범국민  차원

으로 정부 기 에서의 홍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하여 견해 차를 보 으나  유의 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련 교육  홍보시의 한계 으로는 ‘교육  홍보 담 인

력이 부족하다’ 32.6%, ‘홍보 매체가 다양하지 않다’ 27.2%, ‘단체 식 련 부서의 조가 원활

하지 않다’ 22.8%, ‘교육 상자가 제한 이다’17.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집단간  차이에서, 교

수  연구원 집단은 교육  홍보 담인력이 부족하다 >  홍보매체가 다양하지 않다 > 단체

식 련 부서의 조가 원활하지 않다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업계 생담당자는 홍보매체가 

다양하지 않다 > 단체 식 련 부서의 조가 원활하지 않다 > 교육  홍보 담 인력이 부

족하다의 순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 으나 두 집단간에 유의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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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III-46. Methods for utilizing irradiated food in institutional food service

         N(%)

 교수 및

  연구원

업계 위생 

담당자
합 계 χ2 값

단체급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문제점(복수응답가능)

 방사선 조사’와 ‘방사능 오염’을 잘 구별하지 못함 22(42.3) 11(23.9) 33(33.7) 3.698*

 인체 유해성에 대한 불안이 많다 44(84.6) 37(80.4) 81(82.7) 0.298

 정부에서 단체급식소 활용에 대한 확신을 주지 않는다 13(25.0) 17(37.0) 30(30.6) 1.643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해 잘 알지 못 한다 22(42.3) 20(43.5) 42(42.9) 0.014

 TV와 신문 등 매스컴에서 위험하다고 한다 8(15.4) 9(19.6) 17(17.3) 0.298

 소비자단체 등에서 위험하다고 한다 13(25.0) 8(17.4) 21(21.4) 0.839

단체급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여부에 영향 미치는 주체

18.783**

 급식대상자 5(11.1) 16(37.2) 21(23.9)

 영양사 2(4.4) 1(2.3) 3(3.4)

 소비자단체 6(13.3) 14(32.6) 20(22.7)

 학부모(학교급식) 31(68.9) 11(25.6) 42(47.7)

 급식업체 1(2.2) 1(2.3) 2(2.3)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급식 활용 시 바람직한 접근 방법

4.658

 각 시․도별로 시범급식소를 지정하여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25(51.0) 20(45.5) 45(48.4)

 병원, 사업체, 학교급식,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구분하  

 여 대표급식소 1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단계적으  

 로 확대

8(16.3) 14(31.7) 22(23.7)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급식소부터 운영하고, 단  

 계적으로 확대
13(26.5) 6(13.6) 19(20.4)

 식중독 사고가 많은 학교급식소부터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
3(6.1) 4(9.1) 7(7.5)

단체급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을 위한 우선 과제

0.256

 단체급식 관련 제도에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권장 

 사항 삽입
3(6.0) 3(7.0) 6(6.5)

 급식 해당 부처의 적극적 수용 태도   7(14.0) 5(11.6) 12(12.9)

 정부 기관의 소비자 대상 교육 및 홍보 21(42.0) 17(39.5) 38(40.8)

 범국민적 차원으로 정부 기관에서의 홍보 19(38.0) 18(41.9) 37(39.8)

단체급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관련 교육 및 홍보의 한계점

3.824
 교육대상자가 제한적이다 7(14.6) 9(20.5) 16(17.4)

 교육 및 홍보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20(41.7) 10(22.7) 30(32.6)

 홍보매체가 다양하지 않다 11(22.9) 14(31.8) 25(27.2)

 단체급식 관련 부서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10(20.8) 11(25.0) 21(22.8)

합  계 48(100.0) 44(100.0) 92(100.0)

*<0.0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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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 용을 한 략

1) 국민 측면에서의 략

  소비자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인체 유해성에 하여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를 해결하기 하여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하여 국민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뢰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국민 홍보 매체로는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효과 일 것이다. 한 국민 홍보 차원에서 소비자 

단체를 상으로 교육 후,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시험 매를 실시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을 시

식시킴으로써 직 인 체험을 통한 홍보도 바람직하겠다.

    

 Table 4-III-47.  The strategies for the people

교수 및 연구원 업체 위생담당자

-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며, 소비자단체

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보

를 주어야 할 것이다.

- 방사선 조사식품의 대국민 안전성 홍보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 (국민들이 안전성 인정한 후)

에야 단체급식에서 사용이 가능할 듯

- 우선 홍보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이 인체에 

안전하다고 엄격히 관리되고 있다는 신뢰를 구

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실

무자나 제조 현장 선에서 조사선량 관리나 표시

를 잘 하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 문제점: 인체 유해성에 대한 막연한 불안/전략: 

범국민적 차원의 홍보 및 교육

-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경우 TV나 인터넷 등 

미디어를 통한 홍보가 가장 빠를 것이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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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 식 상자 측면에서의 략

  실제로 단체 식 상자는 방사선 조사식품을 섭취하는 입장이므로 안 성에 하여 확신하

지 못한 상태에서 식을 받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들의 이해와 안 성에 한 확신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선 이어야 하며, 특히 학교 식의 경우에는 학부모들의 이해가 무엇보

다 우선 이다. 이를 하여서는 단체 식 상자  학부모를 상으로 안 성에 해 문가

를 통한 교육  홍보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Table 4-III-48. The strategies for the client  

교수 및 연구원 업체 위생담당자

- 방사선 조사식품을 섭취하는 입장이므로 해당

식품에 대한 이해와 안전성에 확실은 갖도록 

홍보가 우선되어야한다.

- 전문가를 통한 안전성에 대한 확신 제공

- 식중독 예방 효과에 대한 홍보

- 학교급식의 경우 아이들보다는 학부모 대상으

로 한 홍보가 중요하다. 또한 교과 과정 중 설

명이 있으면 이해가 빠를 것임

- 문제점: 방사선 조사식품 적용에 대한 사전 이

해와 공감대 비형성, 전략: 꾸준한 홍보와 교육

(학교급식에서는 특히, 학부모 대상)

-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식을 

받는 불안감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가 낮으므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

이 필요

- 급식회사 원가절감을 위해 방사선조사 식

품 사용에 대한 오해

3) 단체 식 운 자 측면에서의 략

  단체 식 운 자 측면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이 식 독 방에 효과 이라면 충분히 사용할 

용의가 있지만 우선 으로 운 자 본인 자신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하여 충분한 이

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한 단체 식은 서비스업의 형태로 고객의 요구를 염두에 두어야 하므

로 고객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인지도가 낮을 경우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에는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우선 으로는 단체 식 운 자를 상으로 안 성에 한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할 것

이여 다른 한 편으로는 국민 교육  홍보를 극 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단체 식 운

자  양사들을 상으로 교육  홍보를 실시할 경우 한 양사 회  학술 회 등을 

이용하여 최 한 많은 인원이 모인 기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가 클 것이다. 한 국

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련 법  규제 사항들이 충분히 자리 잡도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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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및 연구원 업체 위생담당자

- 운영자 자신의 안전성 인식이 우선, 그 

다음 급식대상자에 대한 홍보가 되고, 

그 다음에 제품 사용을 해야 할 듯.

- 영양사의 학회 활동시, 대한영양사협회 

등 관련 학회를 통한 홍보가 필요하다.

- 문제점: 운영자의 이해와 공감만으로 실

행이 어려움. 식중독 예방효과에 대한 

이해 부족. 전략: 영양사 보수 교육과영

양사협회 등 단체의 충분한 공감 도출 

필요

- 단체급식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식중독

인데, 이것을 줄일 수 있다면 도입을 해

볼 여지는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고

객의 입장에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인식

을 심어 주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 급식업체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고객의 컴플레인 야기 우려됨. 급속하게 

조사식품을 도입 사용 보다는 순차적으

로 검증된 식품부터 사용하여야 하며 대

대적인 홍보 및 방사선에 대한 교육필요

- 소비자 단체, 학부모, 언론 등 여론이 

좋지 않은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는 

것은 영업에 중차대한 차질을 유발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인식으로서는 업의 존

폐를 좌우 할 수 있어 사용에 상당한 부

담이 따른다. 사회적 요구가 발생할 경

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 가장 큰 문제점은 고객의 선입견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조사식품을 단체급식에 

적용하면 고객의 엄청난 반발을 야기시

킬 수도 있다. 따라서 대중을 대상으로 

안전성에 대한 홍보가 먼저 이루어진 후 

논의되어야 한다.

- 살균효과 및 저장성 향상의 장점이 있

어 사용하고자 하여도, 이에 대한 법적

인 사항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적절한 법규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Table 4-III-49. The strategies for the foodservice manager  

4) 정부 측면에서의 략

   정부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뿐만 아니라 부정 인 측면에 하여서는 장기 인 연구

를 통하여 단체 식에 용할 것인지를 신 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용을 하여서는 무엇

보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과학  근거를 기 으로 법 , 제도  장치 마련하여야 

하며, 정부기 과 문가로부터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TV 등의 매체를 통하여 극

으로 국민 홍보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단체 식 용 시기에 있어서는 무 서두르지 

말고 장기  계획을 세워 단계 으로 용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하여 선진국 사례를 조사

하여 용해 볼 필요성도 있다. 한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을 하여서는 안 성 확보를 

한 책임 있는 기 을 설립하여 철 히 리 감독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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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및 연구원 업체 위생담당자

-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의 정부기관과 전문가

로부터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TV 등의 대

중매체를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정비한다

-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 이

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과 

운영이라는 면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교

육・홍보 및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정부는 식중독발생을 줄이는 측면에서의 장

점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단점을 고

려하여 단체급식에 적용할 것인지를 잘 판단

해야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검증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법적인 제도 강화 및 각 분야별 방사선 조사

식품 사용 권장 사항 삽입

- 조사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체계적인 안

전성 분석 데이터 등 확보

- 국민 인식에 맞서 무리한 홍보를 하고자 하

지 않음.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

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대국민 홍보 노력 필

요.

- 명확한 과학적 결과가 있어야 법적 기준을 

만들 것이고 홍보 할 것임.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안전성확보를 위한 책임있는 감독기관의 연

구

- 조사식품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 체계적인 안

전성 분석 데이터 등 확보

- 식품의약품 안전청 등의 정부기관과 전문가

로부터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TV 등의 대

중매체를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므로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정비한다.

-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적극적으

로 홍보하여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함. 이

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프로그램 개발이 

중요함

- 단계적 실시 계획

-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합리적인 제도 도입과 

운영이라는 면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교

육・홍보 및 대화의 장을 적극적으로 지원

- 정부는 식중독발생을 줄이는 측면에서의 장

점과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단점을 고

려하여 단체급식에 적용할 것인지를 잘 판단

해야함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검증 과정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부정적인 측면이 없는

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 법적인 제도 강화 및 각 분야별 방사선 조사

식품 사용 권장 사항 삽입

- 국민 인식에 맞서 무리한 홍보를 하고자 하

지 않음. 기술적 측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

고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대국민 홍보 노력 필

요.

- 명확한 과학적 결과가 있어야 법적 기준을 

만들 것이고 홍보 할 것임.

-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안전성확보를 위한 책임있는 감독기관의 연

구

Table 4-III-50. The strategies for the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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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의견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신뢰성 확보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우선 으로 실시되어

야 할 것이며, 이를 하여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국민 이해와 홍보가 필요하다. 이를 

하여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객 인 과학  증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그것을 근거로 하여 문가  정부기 을 통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이해와 홍보 략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홍보시 상은 식업체, 식 상자, 식운 자, 일반인, 소비자 단체  

언론담당자로 구분하고 상별 홍보 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 홍보 측면에서는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며, 양사를 포함한 문가 집단

의 경우 학회(학술 회)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용어를 거부감이 게 드는 용어로 바꾸는 것도 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거부감을 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이해 없이는 단

체 식에서의 활용은 불가능하므로 소비자 특히 식 상자의 교육 한 방사선 조사식품의 

용을 서두르지 말고 장기 으로 정 인 그리고 부정 인 효과에 한 과학 인 근과 근

거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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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및 연구원 업체 위생담당자

- 안전성에 관한 우려를 없앨 수 있는 과학적    

증거 확보가 필요함

- 대상(식재료 업체/급식업체/급식대상자/영양사/학

부모/일반국민 등)에 적합한 정확한 홍보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기술적으로 증명된 안전성 자료

가 있어도 적절한 홍보매체와 신뢰성이 결여되

면 신기술에 대한 수용도를 높일 수 없음.

- ‘방사선 조사’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    

이 크다. 물론 이것은 ‘방사능 유출’이라는 단어와 

혼동하기 때문이라지만 단어에 대해 한번 형성된 

이미지는 쉽게 바뀌지 않으므로 ‘방사선 조사식품’

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소비자단체, 언론 담당자에 대한 홍보도 필요함 

- 가장 시급한 것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국민의 이해와 홍보에 있다고 생각함

- 방사선 조사식품이 안전하다는 과학적 자료제시 

외에 중요한 것은 누구나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믿

음입니다. 이러한 안정성에 대한 광범위하고 보편화

된 믿음이 일반 국민들에 게 없다면 방사선 식품사

용으로 인한 어떠한 장점에도 불구하고(예를 들어 

식중독 예방효과, 발아방지 등) 급식 관리자는 방사

선 조사식품을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과학적으로    

어떠하다는 그런 것 보다는 고객이 불안하다고 생각

하는 식재료를 누가 굳이 사용하려고    하겠습니

까?

- 아직 방사선 조사식품에 단체급식소 적용은 어렵

다고 생각됩니다. 아열대지역에서 수입되는 양념류 

등의 경우 유럽의 경우 방사선 조사가 부분적으로 

허락되고 있으나 다른 식품에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것이 최우선 과제

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언론과 소비자 단체 및 국

민을 대상으로, 기관에서는 학회,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교육과 홍보가 절

실하다 여겨짐

- 단체급식에서의 식중독 발생은 오염된 원료식품과

도 관련되지만 방사선 조사로 모든 식품의 오염을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상의 교차 오염이 더 

큰 원인입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이 식

중독 발생을 예방한다는 접근은 과학적인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음

- 가장 큰 문제점은 소비자(급식대상

자 및 운영자)들이 안정성을 확신하

지 못한다는 것에 있음.

- 정부차원의 대 국민 홍보 강화 및 

안전성 입증이 우선”

- 방사선 조시식품 사용의 장점, 효과 

등을 끊임없이 교육홍보하고 사용자

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 수립 →교육, 홍보 실시

- 예전 20년 전 유전자 재조합 식품이 

나와서 세계적으로 식량 문제 해결

에 도움이 된다고 좋아했는데... 최근

에 와서는 변형된 유전자로 인해 섭

취하는 인체, 환경적인 문제 등의 문

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변형된 

유전자가 체내에 흡수되어 야기될 

문제점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의 확대사용은 시기 상조일 

것 같다. 조금 더 연구가 필요다. 

(아무리 방사선의 조사량이 적다고 

하지만, 일부 식재에 따라서는 유전

자 변형이 일어 날 수 있기에...)

- 방사선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보다 

인체(특히 섭취 2세대)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불안감 높음. 이에 대한 

명확한 규명 및 홍보 필요

Table 4-III-51. The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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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제언

   본 연구에서는 교수  연구원, 단체 식 업체  식품 업체 종사자로 구성된 문가 집단

을 상으로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용을 한 문제   략 도출을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 다. 2007년 11월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설문지를 배포 후 회수하

다. 설문지는 크게 조사 상자의 인 사항,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식,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인식, 단체 식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에 한 인식  사용방안,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 용을 한 문제   략에 한 견해로 구성하 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문가 집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안

성에 한 인식에서는 조사 상자의 41명(41.8%)이‘안 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18명(18.4%)

이 ‘안 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일반성인과 주부를 상으로 진행한 선행 연구와 

비슷한 수 이어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안 성에 한 인식 수 은 그리 차이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어 궁극 으로는 문가 집단을 상으로 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교육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발아억제, 해충  기생충 방제, 숙도 조정, 병원균 살균 등 방사선 조사식품

의 활용분야에 해서는 92%가 알고 있어 인지도가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

기술의 식품산업에 있어서의 유용성에 해 조사 상자  80.6%가 정 인 답변을 하여 방

사선 조사기술이 식품 산업에 있어서 반 으로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제 

방사선 조사식품의 이용 확 에 해서는 조사 상자의  50%가 도 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

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필요성에 해 정 으로 응답한 비율은 77.5%를 차지하여 부

분이 방사선 조사식품에 하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 조사식품 

련 연구 진행에 한 의견으로는 조사 상자의 84.7%가 ‘진행되어야 한다’로 응답하여 향후 

방사선 조사식품 련하여 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문가 집단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방사선 조사

식품이 인체 안 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는 안 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19.4%)이 안 하

다고 생각하는 비율(36.8%)보다 높아 문가 집단에서 조차 방사선 조사식품이 인체 안 에 미

치는 향에 하여서는 보수 인 입장임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에 한 

불안감에 해 조사 상자의 반이상(52.0%)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불안

감 해소 방안에 해서는 ‘안 성에 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61.5%), ‘방사선 조사식품에 

해 이해시켜야 한다’(25.3%)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 향후 방사선 조사식품의 섭취에 한 불

안감 해소를 하여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충분한 이해와 함께 무엇보다 안 성에 하

여 확신을 갖도록 하여야 함이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입증

을 하여 강조되어야 할 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안 성에 한 지속 인 평가’가 49.5%

를 차지하여 반에 가까운 조사 상자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안 성에 한 일회성이 아닌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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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고 지속 인 평가를 통하여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을 입증하여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이 법 으로 허용된 사실을 알고 있는지에 해 조사

상자의 42.9%가 알고 있었으며 일반인 집단보다 법  허용 사실에 한 인지도가 높은 수 임

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본 연구가 문가 집단을 상으로 실시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법  

허용 사실에 하여 반 이상이 모르고 있음을 고려하면 문가 집단을 포함한 일반인을 

상으로 이에 한 홍보가 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재 법  제도가 충분한지에 해 응답자의 9.1%가 충분하다, 35.8%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

여 향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법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

사식품의 안 에 한 홍보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91.8%로 매우 높게 나타나 향후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 에 한 홍보가 실히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신뢰할 

만한 정보원으로는 조사 상자의 66.7%가 ‘정부기 ’이라 응답하 다.

   셋째, 단체 식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에 한 인식  사용 방안을 조사한 결과, 외

국에서 식 독 방을 하여 단체 식소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고 있는 실에 해 

정 인 의견(33.7%)과 부정 인 의견(28.6%)이 비슷한 수 이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인지도가 일반 성인이나 주부 집단에 비하여 높은 문가 집단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단체 식소에서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사용은 아직 시기상조임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식소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 장 으로 ‘식 독 방(54.3%)’과 ‘식재료의 

장 기간 연장(31.9%)’이 높은 응답을 보 고 식 독 방 효과에 하여서는 53.2%가 인식하

고 있었으나, 실제 단체 식소에 용하는 것에 하여서는 28.6%만이 정 인 견해를 보여 

매우 신 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시의 문

제 에 하여서는 ‘인체유해성에 한 불만이 많다’(82.7%),  ‘방사선 조사기술에 해 잘 알지 

못 한다’(42.9%), ‘방사선 조사와 방사능 오염을 잘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33.7%)의 순으로 나

타나 방사선 조사기술 자체에 한 이해 부족 인한 것이 부분임을 알 수 있었고 방사선 조

사기술에 한 홍보가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 여부에 

향 미치는 주체에 해 ‘학부모(학교 식의 경우)’가 47.7%, 식 상자가 23.9% 순으로 높은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학교 식에 방사선 조사식품 사용을 하여서는 학부

모를 상으로 한 홍보가, 다른 역의 단체 식에서는 식 상자를 상으로 한 홍보가 필

요함을 알 수 있었다. 양사가 방사선 조사식품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에 하여 ‘인체 안 성

에 한 인식 부족(74.7%)과 ‘방사선 조사기술에 한 이해 부족(16.5%)라는 응답이 높아 역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단체 식에서 방사선 조사

식품 사용을 한 우선 과제로는 ‘정부 기 의 소비자 상 교육  홍보’ 40.8%, ‘범국민  차

원으로 정부 기 에서의 홍보’39.8%로 응답함으로써 소비자 상 그리고 국민 상 홍보가 

가장 우선 인 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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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향후 방사선 조사식품의 단체 식 용을 한 략을 구축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과학 이고 객 인 근거 자료의 구축이 우선

으로 필요하다. 이는 단기 이 아니라 장기 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인체에 미치

는 안 성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해서는 선진국의 사례 소개, 방사선 조사식

품의 효과, 장  뿐 만 아니라 단 에 해서도 다각  측면에서의 연구된 검증 결과를 제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련 상별( 국민, 식운 자, 식 상자, 언론담당자, 소비자단체 등)로 방사

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이해  홍보 략이 필요하다. 한 단체 식 문가(식품

양 련 교수, 식  식품업체 운 자) 조차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하여 아직 

제 로 인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들을 상으로 한 홍보 략이 우선 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식운 자들이 안 성에 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하더라도 일반소비자들이 충

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식운 자 입장에서는 방사선조사 식품의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국민 

홍보 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 식을 직  먹게 되는 식 상자들의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 나라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교육과 홍보가 매우 부족하 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장기 으로 수행함으로써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한 이해도를 꾸 히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한 상별로 각기 다른 홍보 매체를 이용하여 그 효과성을 극 화하도록 해야 한다. 

범국민 상 홍보 매체는 TV나 라디오 등의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일 것이며, 

식운 자, 식품업계 종사자, 단체 식업체 종사자 등은 학술기 의 학술 회나 심포지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 일 것이다. 홍보의 주체는 공신력 있으며, 객 인 자료의 

제공이 가능한 정부기 이어야 할 것이다. 

   극 인 홍보 략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에 해 소비자에게 교육 후, 실제 방사선 조

사식품을 제공하여 시식하게 하는 시험 매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자가 직  체험하게 하

는 방법도 필요하겠다.   

   셋째, 정부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한 법  제도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여 국민에게 신뢰

도를 주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 조사기술의 허용범   리 감독 기 의 설립, 운  등에 

련하여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제도  장치 마련이 시 하다. 

   넷째, 단체 식에 방사선 조사식품의 용은 장기  계획에 의하여 단계 으로 실시되

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각 시․도별로 시범 식소를 지정하여 용하고, 

단계 으로 확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에 하여 일반 

의 이해도  신뢰가 구축되지 않은 실을 고려하여 향후 장기 인 계획을 바탕으로 과학

 기 과 근거에 기 하여 단계 으로 용․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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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조사된 축산식품의 식품 양학  안 성 고찰

가. 국내 단체 식  축산식품의 해성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집계한 2002년 이후 장소별 식 독 황(표 4-IV-1)을 보면 발생건수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며 이  집단 식소의 비 (환자수 기 )이 2002년 46.7%, 2003년 77.6%, 2004년 74.5%, 2005

년 65.7%, 2006년 74.5%로 반이상을 차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등학교에 이어 ㆍ고등학교로  

체계 인 단체 식 리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단체 식을 양 으로만 늘려 반 으로 생

인 식제공을 한 생 리 수 이 외형 인 성장에 비해 수 이 미치지 못해 단체 식의 

식 독사고가 증하는 것이다. 2002～2005년간에 국내에서 발생한 식 독 사고  원인식품이 

확인된 것  체 환자수의 7.6～53.5%로 육류  가공품이 복합조리식품과 함께 높은 비 을 

차지하여 축산식품의 생 리가 시 하다(표 4-IV-2). 식육과 련된 식 독 발생에서 가장 빈

번하게 분리되는 병원 미생물은 Salmonella, Staphylococcus aureus, Campylobacter jejuni, Listeria 

monocytogens, Escherichia coli O157:H7, Clostridium perfringens 등으로서 이에 한 안 성 확보

가 문제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Staphylococcus aureus에 기인된 식 독 발생 사례가 가장 많고 

다음이 Salmonella이며 국에서는 Salmonella가 가장 압도 으로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Staphylococcus aureus와 Salmonella에 기인된 식 독 발생 사례가 가장 많다(표 4-IV-3).

 표 4-IV-1. 장소별 식 독 발생 황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계 78 2,980 135 7,909 165 10,388 109 5,711 259 10,833 

가정집 7 117 7 81 7 44 9 111 15 119 

음식 29 586 46 1,441 35 1,052 53 1,021 108 1,971 

집

단

식

소

소계 16 1,392 67 6,130 72 7,738 30 3,751 93 8,073 

학교 9 806 49 4,621 56 6,673 19 2,304 70 6,992 

기업체등 7 586 18 1,509 15 1,026 11 1,447 23 1,081 

기타 0 0 0 0 1 39 0 0 0 0 

기타 26 885 15 257 39 1,206 13 729 33 515 

불명 0 0 0 0 12 348 4 99 10 155 

(식품의약품안 청.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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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총계 135 7,909 165 10,388 109 5,711 259 10,833 

세균

계 70 4,112 92 6,040 73 4,406 126 6,156 

살모넬라 17 416 23 839 22 753 22 576 

황색포도상구균 13 808 11 763 16 863 32 1,924 

장염비 리오균 22 732 15 300 17 663 25 547 

바실러스 세 우스 3 198 2 84 1 24 5 59 

클로스트리디움 퍼 린젠스 1 12 4 680 2 160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1 3 

캠필로박터 제주니 1 215 3 175 1 175 1 53 

병원성 장균 6 1,502 21 2,043 15 1,883 38 2,832 

기타 6 226 13 1,156 1 45 1 5 

바이

러스

계 16 1,606 18 1,407 8 744 54 3,371 

노로바이러스 14 1,442 13 922 6 719 51 3,338 

기타 2 164 5 485 2 25 3 33 

화학물질 1 8 1 14 

자연독 2 11 3 15 1 3 1 4 

불명 47 2,180 52 2,926 26 550 77 1,288 

표 4-IV-2. 연도별 식 독발생 원인식품(2000-2005년)

                 연도별

식품군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104 7,269 93 6,406 78 2,980 135 7,909 165 10,388 109 5,711

어패류  그 가공품 15 245 17 494 12 403 22 374 18 419 19 415

육류  그 가공품 21 2,459 15 728 13 316 14 438 20 1,016 9 442

 난류  그 가공품 3 330 - - 3 55 2 485 1 6 7 343

유류  그 가공품 - - - - 1 137 - - - - - -

야채류  그 가공품 4 39 2 77 2 11 4 429 8 297 4 37

복합조리식품 (김밥, 도시락) 14 894 13 522 15 481 36 3,394 22 1,276 13 1,339

곡류  그 가공품 3 62 3 569 2 27 3 53 1 82 1 24

과자류 1 242 - - - - 1 59 2 167 - -

지하수  음용수 1 148 1 32 1 34 3 279 11 1,355 4 716

불 명 35 2,677 39 3,390 26 1,282 47 2,180 80 5,625 44 2,133

기타 7 173 3 594 3 234 3 218 2 145 8 262

(식품의약품 안 청 2006. 2)

표 4-IV-3. 원인미생물별 식 독 발생 황

(식품의약품안 청, 200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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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발표한 2003-2004년도에 축산식품유래 식 독 사건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의 식단이 서구화되고 축산식품의 유통이 증가함에 따

라 축산식품의 섭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오염된 축산

식품에 의한 식 독 사고는 2003년 6월에는 경기도 한 재활원에서 법정 1군 염병인 장출

성 장균 감염증으로 어린이 2명이 숨지고 의심 환자가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으로 확산되었

던 사건이다. 장출  장균 감염증은 소·돼지·염소·개·닭 등 이 보유한 균이 오염된 식품과 물

을 통해 사람에게 감염되는 수인성 질환으로, 치사율은 아주 낮지만 염성이 매우 강해 제 1

군 법정 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장출  장균 감염증은 주로 육식 섭취가 많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 발생하는 식 독으로 국내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 몇 년간 계속 으

로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덜 익은 햄버거 패티가 원인이 되고 있다. 무엇보

다도 가장 큰 문제는 오염된 식재료  식품이 그 곳에서만 섭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식품

으로 오염되고 다른 지역으로 유통되어 국 으로 확산되어 큰 규모의 식 독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2003년 사건에서도 E. coli O-UT균이 원인균으로 밝 졌는데 질병 리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의심 환자가 나왔던 5개 교육기  가운데 유치원 2곳과 어 학원에 음식을 공  해온 

한 간유통 식품업체 조리자 1명으로부터 같은 균이 검출 다고 밝혔다. 

 

표 4-IV-4.  축산식품(육류  그 가공품)에서 식 독 원인 균주 분리

발생일 환자수 원인균 발생지역 섭취음식 섭취장소
식품제조

조리장소
비고

2003.

6. 22
22

살모넬라균

(식품  환자가검물)

제주 

제주시

삶은돼지족발, 

동그랑땡(돼지고기, 

계란),   떡류 등

가정 돌잔치

(가정집)

2004.

4. 6
18

황색포도상구균

(식품  환자가검물)

남 

목포시
삶은염소고기, 떡

남보성군

휴게소주변

고흥군 

풍양면

당두리

고옥마을

5. 30 18
황색포도상구균

(독소불검출, 식품)

울산

울주군

삼겹살, 오리고기, 

멸치조림, 가지무침, 

도라지무침 등

원산장

(일반음식 )
좌 동

5. 31 187

장 부착성 장균

(EAEC)

(식품  환자가검물)

구

북구

바비큐폭찹, 

양배추겉 이, 

볶음김치, 음용수 등

학남고등학교

(학교 식)

( 탁:태극식품)

7. 7 11

바실러스 세 우스

(식품, 환자가검물, 

조리기구)

북

익산시

도시락(치킨, 햄, 김치, 

멸치, 단무지, 콩나물 

등)

원 학교

문화체육

(기타)

가나분식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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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5. 식품에서 원인 균주 분리되지 않았으나 축산식품(육류  그 가공품) 포함

발생일 환자수 원인균 발생지역 섭취음식 섭취장소
식품제조

조리장소
비고

2003.

3.11
12

황색포도상구균

(환자가검물)
서울 성북구 삼겹살, 상추, 빵, 우유, 치즈 등

석  축구부 합숙소

(기타)

3.28. 64
Norovirus

(환자가검물)
서울 악구

미밥, 근 국, 돈육고추장볶음, 

시 치무침 등

인헌 학교

(학교 식소: 탁운 )

3.29. 98 불검출 경기 이천시
된장국, 돈육, 당면볶음, 다시

마튀김, 김치 등

이천공업고등학교

(학교 식소: 탁운 )

3.29 4 불검출 충남 서산시
뷔페음식(홍어찜, 갈비, 소라, 낚지, 

계란등)

충남뷔페

(일반음식 )

4. 4 38 불검출 구 수성구
짜장밥, 돼지고기볶음, 소고기장조림, 

햄구이 등

속  고려식당

(강원 속 )

(일반음식 )

4. 9 35
살모 라균

( 식종사자 가검물)
경북 천군

닭계장, 탕수육, 돼지갈비찜, 과일셀

러드 등

천여자 학교

(학교 식소 : 직 )

4.19 18 불검출
제주 

북제주군
잡채, 돼지고기 제육볶음 등

삼다도호텔

(일반음식 )

4.23 61
Norovirus

(환자가검물)
경기 구리시 보 (삶은 돼지고기)

구리 학교

(학교 식소: 직 )

5. 1 4
살모 라균

(환자가검물)
서울 구로구

도시락(햄, 어묵, 계란말이, 멸치 

등)

경주 유스호스텔 식당(서울 구

로)

(일반음식 )

5. 5 89
살모 라균

(환자가검물)
경남 창원시

카 라이스(돼지고기 등), 두부 된장

게, 조각 익 등 

안민 등학교

(학교 식소 : 직 )

5. 7 6
살모 라균

(환자가검물)
남 해남군 계란  육회 쇠고기 등

진각

(일반음식 )

5.14 27 불검출 경기 고양시
돈육불고기, 오징어볶음, 돈육짜장볶음 

등

주엽 등학교

(학교 식소 : 직 )

5.17 16
살모 라균

(환자가검물)
남 함평군

돼지고기, 새우튀김, 버섯튀김, 홍어, 

약밥 등

둥지회

(일반음식 )

5.17 479 장독소형 장균, (환자가검물) 경기 안산시 계란말이, 햄 부침, 오징어무침 등
불국사 유스호스텔 식당(경북 경주)

(일반음식 )

5.20 12
클로스트리움퍼 리젠스균

(환자가검물)
북 완주군 돈육 게

한일장신 학기숙사

(집단 식소: 탁)

5.22 157 불검출 구 남구
포크커틀렛, 치킨셀러드, 라운소스, 

고추잡채, 총각김치 

구고등학교 

(학교 식소 : 직 )

5. 23 205
SRSV 

(환자가검물)
충북 청주시 돼지고기, 어묵, 쥐포, 만두국등 

제주도 재원식당, 녹원식당, 

큰산식당  삼다도호텔 식당

(일반음식 )

5.23 245
황색포도상구균

(환자  종사자가검물)

서울 

등포구
콩나물무침, 돼지고기 탕수육등 

원 학교

(학교 식소: 탁)

5.23 58
살모 라균

(환자가검물)
북 익산시

김밥(계란, 당근, 오이, 게맛살, 햄, 단무

지)

장군분식

(일반음식 )

5.26 28
Norovirus 

(환자가검물)
제주 제주시

제육볶음, 어묵, 계란말이, 샐러드 

등

제주도 삼다도호텔, 퍼시픽

랜드, 시골집식당(일반음

식 )

5.30 48
황색포도상구균

(환자가검물)

서울 

서 문구
김밥(맛살, 어묵, 단무지, 햄, 밥 등

아름분식

(일반음식 )

5.30 161 불검출 경기 여주군
계란란말이, 햄 부침, 오징어무침 

등

창명여자 ․고등학교

(학교 식소 : 직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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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 215
캠필러박터 제주니균

(환자가검물)
북 완주군 햄볶음, 계란, 장조림 등

청정인성수련원

(집단 식소 : 직 )

6. 2 17 불검출 주 남구
쇠고기무국, 오이무침, 열무김치, 배추김치, 

고추 임 등 

주공업사 회사식당

(기타)

6. 4 70 불검출 구 달성군
하이라이스, 후랑크 찹볶음, 계란찜, 김

치라이스, 동태국 등

경북직업 문학교

(집단 식소 : 탁운 )

6.12 18 불검출 경북 주시
미트볼조림, 삼치구이, 닭도리탕, 잡채, 

돈가스 등

천 학생야 장

(집단 식소 : 탁운 )

6.16 117
황색포도상구균

(환자  종사자 가검물)
경남 양군

돈육샤 샤 , 야채계란말이, 미더덕

찜, 차조밥, 김치 등

동명 ․고등학교

(학교 식소 : 직 )

6.16 213
장 병원성 장균

(환자  종사자 가검물)
북 주시

삼치장조림, 야채무침, 카 라이

스, 동그랑땡 등

주한일고등학교

(학교 식소 : 탁운 )

6.16 3
클로스트리움보틀리움균

(환자가검물)
구 달성군 소시지 비슬산 한증막(기타)

6.18 79
장 병원성 장균

(환자가검물)
 덕구

야채볶은밥, 계란후라이, 돈육김

치볶음, 땅콩조림 등

동 고, 용 학교

(학교 식소: 탁운 )

6.23 3 불검출 서울 강남구
국코스요리(냉채, 야채쇠고

기볶음, 큰새우칠리 등)

친친팰리스

(일반음식 )

6.23 15 불검출
서울 

서 문구
머리고기, 홍어무침, 시루떡 등

정원인테리어 개업식

(기타)

6.26 75 불검출 남 순천시
돈육버섯볶음, 닭갈비, 고등어 카 구이, 돈

육계란장조림, 옥수수 등 

이수 등학교

(학교 식소 : 직 )

6.28 74 불검출 경북 포항시 돈육가지볶음, 퓨 떢볶이
환호여자 학교

(학교 식소 : 직 )

7. 6 12 불검출 서울 동작구 돼지고기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야

장(기타)

7.14 25
황색포도상구균

(환자가검물)
남 목포시

순두부 게, 돈육메추리알조림, 

숙주나물, 햄, 빵 등

목포유달 학교

(학교 식소 : 직 )

7.14 8 살모 라균 (환자가검물) 남 해남군 양념구운돼지고기, 구운조기 신죽교회 행사 (기타)

8. 5 4
살모 라균

(환자가검물)
제주 제주시 돈까스, 비빔밥 

뉴월드벨리엔젤, 뉴월드벨리비

빔밥(일반음식 )

8. 6 19
장염비 리오균

(환자가검물)
경남 거창군 생선회, 소고기, 돼지고기, 떡 등 고흥식당(일반음식 )

8.12 10
살모 라균

(환자  종사자 가검물)
제주 제주시 흑돼지수육

거부식당, 새별오름식당, 알

스호텔식당(일반음식 )

8.22 18
황색포도상구균(식품), 

살모 라균(환자가검물)
울산 남구 김밥(계란말이,햄,맛살,당근 등) 김밥마을(일반음식 )

8.23 12
장염비 리오균

(환자가검물)
경남 함양군 삶은 돼지고기, 생선회 휴게소  차량(기타)

9. 4 103
단순설사 Astrovirus

(환자  종사자가검물)
제주 제주시 돈가스  음용수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 식소: 직 )

9. 4 13 불검출 경기 포천군
보 (편육), 굴, 핫도그, 우유 

등

웅진코웨이(주)

(집단 식소 : 직 )

9. 5 15 불검출
서울 

동 문구

부 게, 삼치튀김, 게맛살우엉조

림, 오이지무침 등

일 학교

(학교 식소 : 운 탁)

9. 5 61 불검출 서울 랑구
제육볶음, 어묵잡채, 샐러드, 돈육

땅콩강정 등

신 학교

(학교 식소 : 운 탁)

9. 8 20 살모 라균 (환자가검물)  서구 돼지고기수육 세종기획(개업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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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2 불검출  동구 곰탕 돈까스, 우동
천지연휴게소

( 남 함평)(일반음식 )

10.24 61 불검출 구 달성군
돼지갈비찜, 김가루 실 무

침, 열나물, 고등어조림등

구택(주)

(집단 식소 : 탁운반)

11. 5 61
단순설사 Astrovirus

(환자가검물)
서울 강북구

돈까스, 시 치나물, 양상치샐

러드, 코다리  등

서울애화학교

(학교 식소 : 직 )

11.13 115
Calicivirus

(환자가검물)
서울 구로구

잡채, 소시지볶음, 계란어묵국, 

카 라이스 등

계룡산갑사유스호스텔

(충남 공주)

(집단 식소 : 직 )

  국내외 많은 연구결과에서도 축산식품의 해성이 보고되고 있다. Kang 등(1999)은 국내 시 되고 있

는 냉장  포장육의 식 독균 분포를 조사하여 발표하 는데 시  냉장식육  계육의 경우, Sta. aureus

가 우육 300건  3.3%, 돈육 288건  11.1%  계육 300건  55.7%이었고, Salmonella는 각각 0%, 

2.1%  3.3%이었으며 L. monocytogens는 각각 1.3%, 6.9%  2.0%이었다. 한 C. jejuni의 분리률은 각

각 15.0%, 23.6%  23.3%로 나타났고 시  냉동 우육, 돈육  계육의 경우, Sta. aureus가 각각 4.0%, 

18.0%  36.0% 고, Salmonella는 4.0%, 0%, 8.0%이었으며, L. monocytogenes는 2.0%, 2.0%  36.0%이었

다. 그리고 C. jejuni는 각각 2.0%, 2.0%  0%로 나타나 실제로 국내 시 되고 있는 식육에 식 독균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축산식품의 생 리가 시 함을 알 수 있었다. 축산식품의 병원성 미생물의 분리률

은 냉장식육이 냉동 포장육에 비해서 높았고, 돈육  계육이 우육에 비하여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체 으로 우육에서 비교  낮은 분포를 보인 것은 우도체의 경우 수상태로 박피하기 때문에 

오염된 체표면과 이나 환경재료로부터의 재오염 기회가 었던 것과 련된 것으로 보며, 이에 하

여 돈육  계육에서 비교  높은 분포를 나타낸 것은 기계 인 박피  탈모과정에서 교차오염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IV-6. Prevalence of pathogenic microorganisms in retail meat and chickens(March. '96～Oct.'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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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rch와 Arinder(2002)는 육류의 미생물 오염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장 큰 원인은 분변, 도축장, 

단작업이었다고 보고하 다(표 4-IV-7). 특히 분변은 Campylobacter spp., Clostridium botulinum, E. coli와 같

은 육류 기원 식 독 원인균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그 리가 필수 이다. Campylobacter spp.는 

Sweden에서 94 case/100,000 inhabitants로 Salmonella spp.(54 case/100,000 inhabitants)에 이어 가장 빈

번하게 발생하는 식 독 원인균으로 돼지와 소의 분변에서 96%에서 발견되고 있다. Ghafir 등(2007)이 7

년 동안 Belgium에서 Campylobacter spp.에 각기 다른 경로의 축산식품을 상으로 오염정도를 조사한 결

과 broiler carcasses, broiler fillets, prepared chicken, layer carcasses와 같은 가 류의 오염도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교차오염에 의한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한 방법 마련이 시 하다고 보고하 다. 

Nel 등(2004)은 색육을 deboning하는 과정에서 Bacillus cereus, Staphylococcus aureus, Pseudomonas spp., 

Listeria monocytogenes, Escerichia coli, Salmonella spp.가 10
5
 CFU/g이상 오염되므로 이에 한 리가 필

요함을 보고하 다.

표 4-IV-7. The occurrence of VTEC and presumptive Escherichia coli in a beef slaughterhouse. Samples 

comprising swab and sedimentations samples of the processing environment, faeces, carcasses(pelvic 

duct and thick flank incision about 650 cm
2
 plus inside of fore shank about 350 cm

2
), 25 g meat cuts 

were takein during 15 visits over a period of 19 weeks

표 4-IV-8. The occurrence of various bacteria in faeces from pigs and ca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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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식품의 소비  유통이 많은 미국에서는 그림 4-I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마다 수백만 운드의 

축산식품이 리콜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차 증가하고 있다(Teratanavai 등, 2004).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리콜의 원인  Listeria, E. coli, Salmonella와 같은 식 독균의 오염에 의한 리콜이 체 리콜의 4

2～79%로 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4-IV-1. 연도별 미국내 축산식품의 리콜수와 양(1994-2002년)

표 4-IV-9. 미국 내 축산식품의 리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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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ner(2005) 등은 오스트 일리아의 색육 산업에서 미생물 험도를 생육, 가공육, 육제품 별로 조

사하여 보고하 다. Steaks, chops, roasts와 같은 육류를 그 로 잘라서 조리하는 red meat entire cuts는 

최종 조리과정에서 표면미생물이 사멸되기 때문에 험율이 낮았다. 한, 오스트 일리아에서는 조리가 

안 된 햄버거는 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으로 Enterohaemorrhagic E. coli(EHEC)의 험율이 높

은 햄버거가 오스트 일리아에서는 험율이 낮게 나타났다. 반면, kebabs는 조리가 덜 된 상태에서 유통

될 험이 있어 Salmonella 오염의 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ibbons 등(2006)은 Trinidad의 공장에

서 Listeria monocytogens에 오염되어 recall된 chicken franks, spice ham, turkey ham ready-to-eat(RET) 

meat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부분 작업환경에서 오염되었다고 보고하여 생육 뿐 아니라 가공육의 미생

물 리 한 시 하다. Ko와 Kim(2004)는 단체 식소에 제공되는 돼지고기 장조림과 햄ㆍ오이샐러드의 

조리 후 보  방법  시간이 Salmonella typhimurium 생존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 Salmonella와 

같은 식 독균이 조리 후 교차오염 등으로 오염되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속한 균 수 증가가 찰되

며 특히 Salmonella는 온에 해 비교  항성이 있으므로 생산단계  원재료의 오염 방은 물론 낮

은 온도의 냉장고 보 의 경우에도 2차 오염에 유의해야 한다고 보고하 다. 이는 단체 식소에서 제공

되는 생산품의 조리 후 보 단계에서의 미생물 리가 필수 임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표 4-IV-10. Microbiological hazard risk rating for meat and met products in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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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단체 식용 축산식품의 방사선 기술 용 문헌 고찰

  축산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의 첫 번째 목 은 병원성 미생물( : Campylobacter jejuni,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Salmonella spp., Yersinia 

enterocolitica)과 염성 기생충( : Trichinella spiralis, Toxoplasma gondii, Taenia solium)을 사멸하

고, 식품으로 인한 질병  생명 감소와 계된 사고를 이기 함이다. 방사선 조사는 이러

한 식품에서 보통 존재하는 비병원성이면서 일반 으로 방사선에 감수성이 높은 부패 미생물

의 수를 감소시켜 다. 따라서 분배, 포장한 상태의 얼리지 않은 육류에 정선량의 조사는 

며칠에서 몇 주 이상 부패를 지연시킬 수 있다.

  가공되지 않은 육류, 해산물, 생우유와 같은 동물 유래 식품은 보통 유해미생물이 높게 오염

되어 있다. 동물로부터 오는 식품유래 질병을 막기 해 일반 으로 병원성 미생물의 수를 감

소시키거나 거하기 한 충분한 가공과 식품의 안 한 조작을 해 식품 련 작업자들과 소

비자들에 한 교육이 필요하다. 한 오염된 생산품이 식품체인에 들어가는 사고를 최소화하

기 해 한 생  조건하에서의 동물사육이 필수 이다. 이러한 과정은 매우 요하고 시

설과 공정의 필수 인 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만으로 식품유래 질병을 막기에는 불충분

하다. 일반 으로 캔 포장된 육류, 온 처리된 우유 등 충분하게 가공된 식품은 식품유래 질

병의 주요원인이 아니다. 그러나 단체 식소와 가정에서 처리되어지는 생식품은 조리가 덜 되

거나, 조리 후 병원성 세균으로 재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소비되기 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체 식소나 가정에 들어가는 식품, 특히 날 것은 가능한 병원성 세

균이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안 한 식품처리에 한 세계건강보건기구의 요한 법칙” 10가

지  첫 번째가 소비자는 안 하게 처리된 식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HACCP(Hazard 

Analysis of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은 식품가공에서 식품의 안 성을 확신하기 해 

차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육류의 선도 유지를 한 기존 방법은 표와 같은 방법이 있다.

표 4-IV-11. 기존 육류의 선도유지  생화 방법

기존방법 특 성

냉동 장법

 • 단백질의 변성에 의한 품질 하

 • 육즙 유출 등 산업  가공 처리시 경제  손실 야기

 • 장기간 장시 지방의 산패  불포화지방산의 감소로 인한 품질 하

포장방법

 • 종류: 진공포장법, CA포장법, MA포장법, 이 모 포장법

 • 산소와의 이 차단 ‣ 미생물의 생육  지방산패 억제 ‣ 장기간연장

 • 포장된 상태에서 색택 하되며 선도유지 효과 음

화학약품
 • 유기산  보존제를 일정농도로 희석 ‣ 침지  육표면에 살표 ‣ 미생물생육 하

 • 표면색도가 변질되고 기호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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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기존방법은 미생물 살균  선도유지 효과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육류의 품질을 

하시키는 문제 이 있다. 

  1895년 Roentgen이 처음으로 x-선을 발견한 다음해 Minsch가 이온화방사선이 식품 의 미

생물을 죽일 수 있음을 시사하 고 1905년에 미국과 국에서 각각 식품에서 박테리아를 이온

화방사선으로 죽이는 방법이 특허를 받았다. 1921년에는 x-선으로 돼지고기의 선모충(Trichinella 

spiralla)을 죽이는 방법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다. 1940년 에 원자로의 출 과 고에 지 자

선을 생산하는 Van de Graff 발 기와 선형 가속기가 개발되어 이온화 방사선 연구는 더욱 활

발히 진행되게 되었다. 1943년 미국 MIT의 Proctor 교수가 햄버거를 x-선으로 멸균시킬 수 있

다고 보고한 이래 미국 아이젠하우어 통령의 “Atoms for Peace"정책의 일환으로 식품 방사

선 조사연구가 식품멸균에 집 되었다. 식 독 방과 화학첨가제의 사용에 의한 식품 의 잔

류물에 한 일반인들의 심이 증가하면서 방사선 조사에 한 심은 더욱 고조되었다. 1970

년  까지 식품 방사선 조사에 필요한 기술 인 문제는 거의 해결이 되었지만 산업  이용

은 매우 부진하 다. 이것은  세계의 식품방사선 조사 연구를 주도하던 미국의 FDA가 방사

선 조사를 식품처리공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품첨가물로 취 하여 방사선 조사처리하려면 식

품 종류마다 개별 으로 공정과 안 성에 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매우 번거로운 차가 필

요했기 때문이었다. 1976년 WHO, FAO, 그리고 IAEA가 공동으로 식품의 방사선 조사를 첨가

물이 아닌 처리공정으로 인정할 것을 천명한 후 1980년에는 WHO/IAEA/FAO 방사선 조사 

식품 안 성 문 원회에서 감마선, 자선 혹은 x-선을 이용하여 19 kGy 수 까지 방사선 

조사된 식품은 인체에 안 함을 선언하 다. 1986년 미국 FDA는 드디어 방사선 조사에 한 

규정을 개정하 고 1992년 미국 FDA는 드디어 방사선 조사에 한 규정을 개정하 고 1992년

에 신선가 육의 방사선 조사 처리가 허가되어 1993년에는 성공리에 시 되기에 이르 다. 이

것은 1990년 에 들어와 미국에서 햄버거와 닭고기에 의한 규모 식 독 사건이 국민  심

을 불러 일으켜 신선육에서의 미생물 살균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인식을 

정부나 소비자가 함께하 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등 다른 국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아직 방사선 조사식품의 유통  국민의 

이해가 매우 낮은 실정이며 특히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살균이 가장 효과 인 육류  가 류

와 같은 축산식품에 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 속에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

히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로 육류 섭취가 격히 증가한 국내 실정을 볼 때 축산식품의 방사선 

조사 허용은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축산식품의 방사선 조사 기술이 용되

었을 때의 향을 연구한 국내외 연구논문 200여편을 미생물학  특성, 이화학  특성, 양학

 특성, 안 성  건 성, 검지방법 별로 분류하여 연구결과를 다각 으로 고찰하여 국민  

이해를 높이고 축산식품에 방사선 조사기술 용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기 한 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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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방사선 조사 축산식품의 미생물학  특성 고찰

(가) 육류 기생충에 한 방사선 조사의 향

  인간이 식품원료를 날로 섭취하면 기생충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가축 에서도 주로 돼지고기

에 많다. 주요 종류로는 Trichinella spiralis, Toxoplasma gondii, Taenia solium Taenia saginata 등

이 있다.

1) Trichinella spiralis

  T. spiralis에 의해 감염된 질병인 trichinellosis는 개 날 것 혹은 잘 조리되지 않은 돼지고

기 섭취에 의해 발생된다. 섭취 후 T. spiralis는 장에서 선충류로 성장하여 신체 내 액을 통

해 이동하는 유충을 생산하고 유충은 일반 으로 골격근육에 감염된다. 비록 T. spiralis에 의한 

감염이 최근 많은 선진국에서 감소하는 추세라 할지라도, trichinellosis는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요한 식품안 성 문제로 남아있고, 생 혹은 조리가 덜 된 돼지고기를 섭취하는 국, 태국, 

유고슬라비아, 폴란드와 동유럽 국가들에서 계속되는 문제로 여 히 남아있다(Murrell & 

Dubbey, 1993). 미국에서 천 마리당 1마리의 돼지가 감염되어있다는 연구보고가 있고, 인간에 

있어서도, 해마다 50～100건의 임상사례가 있다. Trichinellosis 때문에 발생되는 의료비와 임

손실은 미국에서 한 해에 781,578 달러에 달하며 trichinellosis에 한 규정된 방호비용의 추가

와 특히 소비자 수용성  수출에 해 trichinellosis가 미치는 향이 더욱 요하다.

  방사선 조사가 여러 숙주  부 별로 다양한 Trichinella의 분류, 생태  염성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Kasprzak 등(1994)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돼지고기에 0.3～0.6 kGy를 조사

시킴으로서 염된 돼지고기를 인간이 섭취하는데 있어서 실질  안 성을  수 있다고 결론

지었다. 한 T. spiralis로 염된 돼지고기에 0.15～0.3 kGy 방사선 조사는 유충의 생성과 성

장을 막을 수 있다고 보고하 다(Brake et al., 1985). 신선한 상태에서도 도살된 돼지고기 실험

에서 여러 골격근육에 분포된 유충은 유사한 조사 민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 다. 포낭에 싸

여진 근육 유충의 크기  진공포장은 돼지고기의 조사 민감성에 유의 으로 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를 들어, 미국에서는 T. spiralis의 억제를 해 최소 0.3 kGy 선량에서의 돼지고기에 

한 감마선 조사가 1985년에 특별히 승인되었다.

2) Toxoplasma gondii

  T. gondii는 가장 리 퍼져있는 오염기생충 의 하나이다(Brake et al., 1985). 포낭이 장내

에서 형성되어 인체의 루를 통해 퍼지나, 인체의 면역 시스템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에 건강

한 인체에는 장내감염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의 면역체계에 결함이 있을 때 

toxoplasmosis가 발생된다. 한 여성이 임신했을 때 감염되면 그 질병이 태아에게로 감염되어 

선천성 기형을 가져온다. 미국에서만 선천성 toxoplasmosis로 해마다 드는 총 비용이 50억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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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에 이르 고, 이  반은 돼지고기 소비와 련된 것으로 추정된다(Roberts & Murrel, 1993). 

USDA-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는 “날고기와 가 류 제품에 해 안 하게 취 하

는 최종규정(Federal Register, 1994)”에서 미국 내 toxoplasmosis의 치료와 그에 따른 생산성 

감소 비용이 육류와 가 류 소비 때문에 다른 기생충 뿐 만 아니라 병원성 미생물 때문에 드

는 비용을 훨씬 과한 26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다고 하 다.

  유럽은 조리되지 않은 육류를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보다 toxoplasmosis의 발병율이 

매우 높다.  세계 으로 AIDS 환자에게 발생하는 toxoplamosis는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 

AIDS 환자들이 HIV 감염에 앞서 T. gondii에 노출되면 그 숙주가 면역 간 매개체가 되었을 

때 잠재 으로 존재하고 있던 T. gondii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하여 발생한다고 추측된다

(Vollimer et al., 1987). 미국에서 AIDS환자에게 toxoplasmic 뇌염의 치료에 드는 비용은 1992

년 2천3백만 달러～10억 6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Roberts & Murrell, 1993).

  몇몇 나라의 과학자들은 지난 십여 년에 걸쳐 돼지고기의 T. gondii 유충을 사멸하기 한 

방법으로 감마선 조사의 효과를 연구해 왔다. Dubey와 Tayer(1999)는 돼지에서 분리한 T. 

gondii 105균주를 쥐 뇌에 종시켜 5℃, 진공상태에서 감마선 조사를 하 는데, 이 때 모든 균

주가 0.4 kGy 조사로서 사멸되었으며, -4～-16℃의 범 에서는 어떤 온도의 향도 없었다. 

Mureel과 Dubey(1993)는 0.5 kGy 선량의 조사로 쥐 뇌에 종된 T. gondii를 제거하 다고 보

고했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국(Song et al., 1993)과 유고슬라비아(Wikerhauser et al., 1993)

의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결과 으로, T. gondii는 T. spiralis보다 감마선 조사에 더욱 항성을 보 다. 미국에서 T. 

spiralis에 한 경우와 같이 이를 안 성 인자로 포함시킨다면 T. gondii에 해 어도 0.7 

kGy의 최소선량이 필요하다.

3) Taenia sp.

  장 의 충감염인 teaniasis는 날 것 혹은 덜 익음 감염된 돼지고기(T. saginata)와 쇠고기(T. 

solium)에 있는 낭미충(유충단계)을 섭취하기 때문에 발생된다. 증상은 다양하며 체 감소, 복

통, 소화장애 등이 올 수 있다(Benenson, 1975).  세계 으로 약 4천 5백만 명의 사람들이 

충에 감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미국에서 해마다 치료에 드는 비용은 263,228 달러 정도

로 추측된다(Roberts & Murrell, 1993).

  인간이 T. solium 충으로 감염되었을 때 cysticerosis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감염된 돼지

고기를 덜 익  먹었을 때 발생한다. 한 오염은 사람과 사람이 함에 의해 발생될 수 있

다. Metacestodes는 추신경계로 옮아가 뇌와 신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인간의 낭미충증

(cysticercosis)은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아 리카 시골지역의 풍토병이다. 멕시코에서는 일반병

원 사망의 1%와 intracranial 종양의 25%가 낭미충증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FAO/IAEA/ 



- 293 -

PAHO/WHO, 1992). 낭미충증으로 인한 의료비와 임 손실 비용이 1992년 1억9천5백만 달러

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Roberts & Murrell, 1993). Roberts와 Murrell(1993)은 해마다 미국

에서 낭미충증에 감염된 돼지고기를 섭취하여 드는 총비용이 거의 9백만 달러에 이른다고 보

고하 다. 돼지고기의 T. Solium과 송아지 고기의 T. saginata에 한 감마선 조사의 효과를 연

구한 결과에 따르면, Smith(1993, 1994)는 생고기가 약 0.6 kGy로 조사된다면 두 기생충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보고하 다.  다른 연구에서는 최소 0.3 kGy의 방사선 조사는 성숙한 T. 

Saginata 충으로 감염된 Cysticercus bovis 유충의 성장을 충분히 해할 수 있다고 보고하 다

(Alabay et al., 1993). 그러나 De Alju 등(1993)은 충과 낭모충증을 억제하기 해서 필요한 

최 선량은 0.7 kGy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 다. 한 Roberts와 Murrell(1993)은 

Cryptosporidium parvum과 Giardia lamblia 같이 인간에게 염되기 쉬운 원형동물의 기생충에 

해 보고하 는데, 최근 Smith(1985)에 의해 검토된 내용을 보면, 방사선 조사 감수성에 한 

유용한 자료는 거의 없다. 이를 바탕으로 1 kGy 혹은 그 이하의 방사선 조사선량이 미국  

세계에서 주요 육류 유래 공 보거문제가 되고 있는 염성 기생충과 비교  방사선 조사 

항성이 있는 T. gondii 뿐만 아니라 그 외 인간에게 염되기 쉬운 육류 유래 염성 기생충 

한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 으로 증명되었다. 그래서 어도 1 kGy의 최소 선량을 이

용해 얼지 않은 육류의 병원성 미생물 억제는 물론 모든 염되기 쉬운 기생충을 억제하여야

만 할 것이다.

  식품유래 기생충의 염성 억제를 한 방사선 조사의 이용은 Joint FAO/IAEA Division of 

Nuclear Techniques in Food and Agriculture가 지원하는 공동연구 로그램에서 추천되었다. 

마지막 공동연구 로그램 회의가 멕시코에서 1991년 6월에 개최되었는데, 여러 식품의 기생충 

숙주 종류에 한 방사선 조사의 향에 해 좀 더 세 하게 논의되었고(IAEA, 1993), 최근에

는 여러 식품의 기생충 숙주 종류에 한 식품유래 기생충의 억제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의 역

할이 논의되었다(Loaharanu & Murrell, 1994).

표 4-IV-12. 기생충의 사멸 혹은 감염제거에 효과 인 최  조사수 (kGy)

기생충
최  

조사수
효과 기생충

최  

조사수
효과

Protizoa 0.09-0.7 사멸, 감염제거 Cestodes 0.3-0.4 발 억제, 감염억제

Toxoplasma gondii Taenia saginata

Trematodes 0.03 성장억제 Taenia solium 0.2-0.7 감염억제

Fasciola hepatica Echinococcus granulocus 0.5 감염억제

Clonorchis sinensis 0.15-0.2 성장억제 Nematodes 0.10-0.6 감염억제

Opisthorchis viverrini 0.1 성장억제 Trichinella spiralis
Paragoniums westermani 0.1 성장억제 Angiostringylus cantonensis 2.0-4.0 감염감소
Gnathostoma spinigirum 7.0 유충침투감소 Anisakis sp. 6.0 유충 침투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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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류의 병원성 세균에 한 방사선 조사의 향

  미국의 NACMCF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Microbiological Criteria for Foods, 

1993)는 “질병유발과 련된 쇠고기의 주요 병원성 세균인자”로서 Salmonella sp., Clostridium 

perfringens, Staph. aureus에 이어서 E. coli O157:H7을 언 하 고, 일반 으로 두 후자는 조리

된 식품과 련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회는 비록 Bacillus cereus, L. monocytogenes, Y. 

enterocoloitica가 동물성 식품과 련된 유발인자이지만, 일반 으로 쇠고기 식품과는 련이 없

다고 말했다. 반 로, 설사를 일으키는 Aeromonas hydrophila는 “냉장 장된 생쇠고기에서 자주 

분리될 수 있다.”고 하 다. 한 생화에 한 두 가지 기 인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보통 도살, 냉장동안 고기에 화학약품을 스 이하는 것이며, 이 과정은 육류의병원성 

세균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으나 완  사멸시키지는 못한다(Brackett et al., 1994). 두 번째 방

법은 포장된 고기를 방사선 조사하는 것으로서, 재 미국에서는 가 류나 붉은살 육류에 한 

방사선 조사가 승인되어 있고, 신선하게 포장된 육류에 보통 존재하는 장내 병원성 세균을 사

멸시키는데 충분하다.“고 밝힌바 있다. 한 방사선 조사는 신선한 육류의 장내 병원성 세균을 

사멸하는데 효과 인 기술이며, 한 방사선 조사는 생육, 특히 마쇄된 생쇠고기에 한 안

성을 확신하기 해 효과 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 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는 

HACCP 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포장된 고기의 최종 인 안 성에 한 확실한 처리를 제공

해 다.

1) 축산식품의 병원성 미생물에 한 방사선 감수성과 환경요소

  미생물의 방사선 조사 감수성과 생물학  향은 세포 구성성분에 한 직 인 작용과 함

께 방사선에 의하여 세포내의 특정물질이 분해되어 표 에 향을 주는 간 작용에 의하여 결

정된다. 즉,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미생물의 항성도 일반 인 미생물의 살균과정과 마찬가

지로 1)직 인 상해요소인 방사선의 성질과 그 양 2)방사선 유도성 화학물질의 수, 성질, 잔

존성 3)방사선에 한 미생물 고유의 항성이나 손상에 한 복구능력 4) 와 같은 요소들에 

한 세포내ㆍ외 환경의 향 등에 의하여 향을 받으므로 미생물의 방사선 항성에 한 

비교나 연구는 이와 련된 모든 조건들이 명확히 규명되었을 때에 유의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겠다. 방사선은 미생물 세포에서 매우 다양한 화학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일반 으로 방사

선에 한 가장 험한 표 은 DNA로 알려져 있다(Gordy et al., 1965; Hutchinson & Arena,  

1960). DNA에 한 방사선의 직 효과는 DNA 분자결합 자체의 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간 효과는 DNA의 주변환경을 이루는 물 분자를 수소분자(Hㆍ), 수산 radical(OHㆍ), 수용성 

자(es
-
)와 같은 1차 radical로 환시키는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OHㆍradical은 

DNA분자의 수화 경계면에서 90% 정도의 손상율을 차지함으로써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요소로 알려지고 있다. 직 인 DNA의 손상은 DNA의 구성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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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ine과 pyrimidine 염기, 그리고 deoxyribose의 화학  변환을 유도하여 DNA단일사슬의 

phosphodiester 결합이나 DNA의 이 나선 결합구조를 괴함으로써 나타난다(Kaplan &  

Zavarine, 1962; Tanooka & Hutchinson, 1965). 한편, 미생물들은 DNA의 손상에 한 다양한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으로 DNA 이 나선의 복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일

반 으로 DNA 이 나선의 복구시스템이 결여된 미생물은 방사선 감수성이 크고 방사선 항

성 미생물들은 DNA의 복구능력이 상 으로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방사선은 DNA 

이외에도 세포막 등에 작용하여 미생물의 방사선에 의한 감수성과 항성에 부가  향을 

다. 

  그러나 미생물들의 방사선 감수성에 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방사선 조사에 의

한 미생물의 반응정도는 미생물 고유의 방사선 감수성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생존에 향을 주

는 외부환경에 의하여 크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Colins et al., 1996). 즉, 온도, 기체, 

환경, 수분활성도, pH, 식품의 화학  성분, 미생물의 생장단계와 같은 외부환경이 미생물 세

포의 물리ㆍ화학  특성에 향을 미쳐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반응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 인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온도

  일반미생물의 치사범  이하인 45℃ 정도의 열처리만으로도 미생물에 한 방사선 조사는 

상당한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이는 DNA의 손상 등에 한 미생물의 복구작용이 환경온도 이

상에서는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100℃에서도 수 시간 이상 내열성을 갖고 방사선에 해서

도 상당한 항성을 갖는 세균의 포자를 80℃ 정도의 온도로 처리하여 방사선을 조사하면 방

사선 항성은 격히 감소한다(Giese & Heath HD, 1948). 반 로 미생물의 양세포를 어는

 이하의 온도에서 방사선을 조사하면 상온에 비하여 방사선 항성이 높아지는데 이는 어는

 이하에서 수분활성도가 감소하고 물의 동결에 따라 radical의 확산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

편, 세균의 포자는 냉동조건에서도 방사선 항성에 한 차이가 크지 않은데 이는 포자 자체

의 수분이 이미 낮은 상태이므로 냉동에 따른 부가 인 radical의 확산억제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② 기체환경

  일반 으로 무산소의 조건보다는 유산소 조건에서 미생물에 한 방사선의 살균효과는 증가

한다. 이는 산소의 유무에 따라 미생물의 생리  사과정과 radical의 생성정도가 달라지기 때

문이다. 실험결과 무산소 상태에서는 유산소계에 비하여 미생물 양세포의 항성이 2～5의 

비율로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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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수분활성도

  미생물은 주변환경이 부분 으로, 는 체 으로 탈수되어 있는 상태보다는 수분이 높은 

환경에서 방사선에 민감하다. 수분이 낮은 환경에서는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물에서 생성되는 

radical의 생성율이 낮아지므로 DNA에 한 간 효과의 정도도 낮아진다. 세균의 포자가 방사

선에 하여 강한 항성을 갖는 것은 원형질체가 부분 으로 탈수된 것에 기인한다(Tanooka 

& Hutchinson, 1965). 그러나 포자의 발아시에는 원형질체내의 수분활성도가 높아지므로 방사

선 조사에 한 항성도 낮아진다.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냉동식품의 조사에서 부분의 

세균 양세포는 2배 정도로 방사선 항성이 증가하는데 특히 Pseudomonas와 Acinetobacter

의 경우는 냉동상태에서의 방사선 항성이 6～7배 정도, 무산소 상태를 조합하면 8～9배 정도

까지도 항성이 증가하 다는 보고가 있다. 

④ pH  식품의 화학  조성

  이온화 방사선의 미생물에 한 효과는 상당부분 radical에 의한 간 작용에 의하여 나타나

므로 pH 등과 식품의 화학  조성도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에 요한 작용을 한다(Wierbicki,  

1981). 일반 으로 식품의 화학  조성이 복잡할수록 방사선에 의하여 세포내부에서 생성되는 

radical과의 경쟁이 커지게 되므로 항성이 증가한다. 호기성 세균포자의 방사선 항성은 pH 

5～8에서는 큰 향을 받지 않으나 pH 5이하에서는 감응도가 증가한다. 한 보존용 염과 같

이 자에 친화성을 갖는 일부 화학첨가물들은 방사선에 한 감수성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⑤ 기타

  열손상을 받은 세포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에도 생존한 미생물들은 정상세포에 

비하여 환경조건에 보다 민감해진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와 미생물을 제어하는 첨가물 들을 병

용할 경우 식품의 지속 인 보존에 훨씬 유효한 결과를 기 할 수 있다. 식품의 보존이나 살균

을 한 방사선 에 지의 양은 같은 종의 미생물일 경우 오염된 미생물의 기농도에 의존한

다. 따라서 모든 조건이 같으면 많은 수의 미생물에 비하여 방사선의 조사선량을 높여야 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의 생존율은 조사선량에 한 생존 미생물의 수를 log값으로 나타

내는데 일반 으로 역치 이하에서는 ‘shoulder'가 특징 으로 나타나고 유효 선량의 범 에서

는 semi-log의 직선 그래 로 표시된다. 일반 인 미생물의 생존곡선과 마찬가지로 방사선 조

사에 한 미생물의 반응은 미생물의 개체수를 1/10로 이는데 필요한 방사선량(D10-value)으

로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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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0는 미생물의 기균수이고 N은 방사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의 수이다. 미생물의 

생존곡선은 shoulder를 갖게 되므로 방사선에 한 미생물의 반응은 이 shoulder의 길이(L-값)

와 생존곡선의 지수  변화인 D10-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유효하다. 축산식품 련 주요 병원성

세균의 방사선 감수성은 표 4-IV-13～4-IV-15와 같다(Fakas, 1998).

표 4-IV-13. D10-values of some nonsporeforming pathogenic bacteria in nonfrozen 

high-moisture foods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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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14. Effect of ionising radiation on the microbial quality of frozen 

chicken(Prachastitthisakdi et al.,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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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15. D10-values of some non-sporeforming pathogenic bacteria in frozen foods

2) 축산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의 종류와 방사선 감수성

  식품미생물은 각 분류군에 따라, 는 같은 종일경우라도 미생물의 생장상태에 따라 방사선

에 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여기서 분류군은 원핵세포인 세균, 진핵세포인 곰팡이와 

효모, 그리고 바이러스로 별할 수 있으며 미생물의 생장상태는 양세포의 생장단계와 포자

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일반 으로는 고등 미생물일수록 방사선에 민감하며 포자는 양

세포에 비하여 방사선 항성이 큰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때로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 포자가 

있기도 하고 그 반 로 항성이 매우 강한 양세포도 보고되고 있어 미생물의 종에 따라 많

은 외가 있기도 하다.

  식품학  에서 방사선 살균의 심 상이 되는 미생물은 열이나 방사선 항성이 매우 

강한 미생물과 공 보건에 심각한 험을 래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Thayer, 1994, 1995). 잠

재 으로 부패성을 갖고 있거나 특별히 높은 방사선 항성을 가진 M. radidurans, M. 

radiophilus, Moraxella 속의 미생물들, 그리고 독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곰팡이, 일반살균 방법으

로는 제어가 어려운 바이러스도 요하다. 미생물의 사멸을 목 으로 하며 통조림식품, 환자용 

무균식품, 의료용품, 식품의 포장지 등이 그 상이고 이때 필요한 조사선량은 3.0～50 kGy에 

이른다. 방사선 병원성 미생물 살균은 주로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을 목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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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며 냉동 어패류, 육류, 향신료, 건조 채소류 등을 상으로 한

다(Colins et al., 1996; Farkas, 1989.). 방사선 부분살균은 상 식품의 일반 오염미생물의 생균

수를 감소시켜 보존기간 는 냉장기간을 연장시키는 처리로서 0.5～10 kGy의 방사선 조사선

량이 요구된다. 아래에 각 미생물의 방사선에 한 감수성  항성에 한 반응기작과 식품

학  에서의 주요사항을 간략히 정리하 다.

① 세포구조와 방사선 감수성

  바이러스, 세균의 양세포, 포자, 효모  사상 곰팡이 등은 매우 다른 형태  차이를 갖고 

있으며 특히 1)세포질의 수분함량, 2)target 염색체 DNA의 크기, 3)복구 효소  DNA 분해 

nulease의 구조, 4)genome물질의 다양성 등에 따라 방사선에 한 반응이 달라진다. 가장 단순

한 형태의 생명체의 바이러스는 통 인 생물학  에서 보면 실제 세포구조를 갖고 있지 

않다. 물론 어떤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사에 필요

한 모든 필수요소를 갖고 있지 않다. 바이러스는 capsid라는 단백질막에 싸여진 DNA 는 

RNA의 nucleic acid genome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균의 포자는 세포질내에 자유수가 없거나 

아주 없는 휴지 상태의 구조이다. 바이러스와의 특징 인 차이 은 그 핵심부 안에 기성장

과 독립 인 사를 발달시킬 수 있는 필수 세포효소와 세포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포자의 핵심부의 효소나 DNA는 상 으로 고화된 “spore element”가 있는데 이는 다소 

조직과 유사함을 갖는다. 포자내의 모든 사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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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성을 나타낸다. 

세균의 양세포는 바이러스보다 100배 는 1000배 이상 큰 genome을 가지며 포자와는 달리 

70～80%의 수분 함량을 갖는 세포질에 genome이 떠있는 상태이다(Worcel & Burgi, 1974). 

양세포의 높은 수분함량은 세포질 내에서의 radical형성을 용이하게 하여 방사선 상해를 극

화한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양세포는 포자에 비하여 20배 이상의 높은 방사선 감수성을 갖

는다. 그러나 M. radiodurans와 같이 DNA의 복구기작이 우수한 미생물들은 양세포라도 포자

보다 큰 방사선 항성을 갖는 경우가 있다.

  진핵세포인 효모나 곰팡이류는 세균보다 더 큰 genome을 가지고 있으며 DNA가 핵막에 둘

러싸여 농축된 염색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방사선에 의하여 쉽게 괴될 수 있다. 따라서 효모

나 곰팡이는 일반 으로 원핵세포보다 방사선감수성이 크다. 그러나 외 으로 각 세포마다 

100개정도의 핵을 갖는 다핵성 곰팡이와 같이 방사선에 높은 생존율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에서도 언 한 바와 같이 방사선에 의해 불활성화되는 미생물이나 바이러스의 가장 요한 

target은 DNA( 는 바이러스의 RNA)이나 DNA이외의 세포구조들도 방사선에 의하여 괴되

어 미생물의 사멸에 상승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지 까지 가장 흥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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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결과를 나타낸 것은 세포질막이다. 세포질막은 미생물의 세포질과 외부환경을 구획하는 1차

인 기능 이외에도 물질의 수송, 신호의 달, 사과정의 수행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갖는다. 

특히 원핵세포는 단 막으로 구분된 세포소기 (소포체, 미토콘드리아 등)이 없이 부분의 

사과정이 세포질막에서 이루어진다. 세균이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DNA에 손상을 받으면 즉시 

DNA의 복구가 시작되는데 이 DNA의 복구에 여하는 효소도 역시 세균의 세포질막에 존재

한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세포막에 손상을 입게 되면 방사선의 직 작용에 의하여 

손상된 DNA의 복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결국 DNA의 손상을 고착화하여 미생물의 사멸

을 래하게 된다. 이런 에서 본다면 세포질막은 DNA에 이어 방사선 미생물에 한 두 

번째 표 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물론 세포질막 이외의 세포 내 다른 구조물들도 방사선의 

target이 되지만 지 까지 실험  증거들은 DNA와 세포질막이 가장 민감한 방사선 target으로 

단된다.

② 세균 포자의 방사선 감수성

  세균의 포자, 특히 Clostridium과 Bacillus 속의 세균포자는 식품의 일반살균뿐 아니라 방사

선을 이용한 살균에서도 매우 요하다(Ma & Maxcy, 1981; Tanooka & Hutchinson, 1965). 이

를 미생물군의 포자는 방사선, 열, 화학물질 등에 매우 높은 항성을 가지며 그  일부는 식

품의 부패에 직 으로 여하고 때로는 식품 생상의 상당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통조

림의 열 살균과 마찬가지로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의 살균에서도 이들 세균포자를 살균의 지표

로 하는 경우가 많다. 를 들면 식육의 방사선 멸균에서 C. botulinum type A와 B를, 어류의 

방사선 살균에서는 C. botulinum type E를, 의료기기의 멸균에는 C. botulinum type E를, 의료

기기의 멸균에는 C. tetani, C. perfringens, C. septicum 등의 완 살균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몇 

가지 표 인 포자 형성균들의 방사선 향성을 비교하여 표 에 제시하 으며 아래에서는 이

를 간단히 설명하 다.

  Clostridium botulinum : C. botulinum은 독소를 생산하여 신경증상의 botulinum 식 독을 일

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진 미생물로 때로 상처의 염이나 장내 독성 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

다. C. botulinum은 항체 반응으로 식별되는 A, B, C, D, E 그리고 F형의 6가지의 군으로 나

어진다. 이  특히 type A와 B의 방사선 항성이 강하며 어류제품의 살균에 요한 type E

는 상 으로 항성이 약하다. 한 이미 생성된 Botulinum toxin은 열에 의해서는 상당 부

분 불활성화 되지만 방사선에는 매우 항성이 강하여 Botulinum toxin의 활성을 1/10 정도로 

감소시키려면 10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식품의 살균에 사용되는 

감마선의 조사선량이 10 kGy 내외인 을 감안하면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이미 생성된 

Botulinum toxin을 괴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lostridium botulinum은 기성 

미생물로 비닐포장이나 한 통조림에서도 생존하며 채소류, 육류, 과일 등 여러 식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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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된다. 어류에서 주로 찰되는 C. botulinum type E 포자는 상 으로 방사선에 민감하지

만 type A나 B와는 달리 냉장상태에서도 생장하여 toxin을 생산한다. 특히 C. botulinum type 

A, B, F는 단백질을 분해하여 부패시 불쾌취를 감지할 수 있는데 비하여 type E는 단백질 분

해 균주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 불쾌취도 느낄 수 없으므로 능 으로 식별이 어려운 문제

이 있다.

  Clostridium perfringens : C. perfringens은 의료 는 수술용 기구의 방사선 조사에서 요한 

지표균주이다. C. perfringens 식 독은 복통, 설사, 어지럼증, 그리고 드물게는 구토를 일으키는

데 이 역시 독소를 생산하며 생산되는 독소의 종류에 따라 다섯 개의 type(A～F)으로 구분된

다. Type A는 일반  식 독을 유발하며 type C는 심각한 소장내 염증을 유발하는 장염 증상

을 나타낸다. Clostridium perfringens은 자연에 보편 으로 분포하여 토양, 먼지, 물 는 우유에 

아주 오랜 기간 생존하며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 신선육 가 육 그리고 건조제품에서도 발견

된다. 포자류는 요리시에도 생존할 수 있으며 그 후 냉각 는 장(15～50℃) 기간에 증식한

다. 

  Clostridium tetani : 상풍을 일으키는 이 기성 포자형성균은 의료용 기구나 수술용 도구, 

특히 깊은 상처와 하게 되는 기구의 방사선 멸균에 매우 요하나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는 그리 요하지 않다. 이 미생물은 잠재  경련을 일으키는 신경독소, tetanospamin을 생산

하는데 사람이나 동물의 조직에서 발생되거나 주입되었을 때는 심각한 독성을 나타내지만 음

식과 함께 소화되는 경우에는 독성이 없다.

  Bacillus anthracis : 이 포자형성균은 동물이나 사람에 탄 병(anthrax)을 유발하는 원인균으로 

잘려져 있다. 특히 동물의 털에서 포자가 생성되어 염되는 경우가 많아 카펫공장이나 천 공

장에서의 집단발병이 보고된 도 있으며 호주에서는 양털로부터 anthrax 포자를 제거하기 

한 감마선 조사시설이 운 되고 있다. 기의 정성 인 실험에서 anthrax 포자들은 제거하기 

한 감마선 조사시설이 운 되고 있다. 기의 정성 인 실험에서 anthrax 포자들은 C. 

botulinum의 포자정도의 방사선 항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Clostridium sporogenes : C. sporogenes는 통조림 가공에서 가열공정이 한지를 정하는 시

험균주로 주로 쓰인다. 이 미생물의 내열성은 매우 높지만 방사선 항성은 C. botulinum보다 

낮다. 이처럼 세균포자의 열 항성과 방사선 항성간에는 유의 인 상 계가 찰되지 않는

다. 열 항성이 높은 B. sterarothernophilus 포자는 실제로는 가장 방사선에 민한 포자(D= 1 

kGy)들이다. 

  표 16에 제시된 세균포자의 D10값은 조사된 균주의 평균 수 이며 실제로 같은 종이라 하더

라도 각 strain 간의 변이는 미생물 자체의 특성이나 환경요인에 따라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

한 환경요인에 따라 매우 크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요인을 방사선 조사와 병용하여 처리함으로

써 보다 완벽한 살균효과를 얻으려는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가장 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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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사선과 열처리의 병용에 한 것이다. 방사선처리와 열처리의 병행에 한 연구결과는 이

미 1954년에 보고된 바 있다. 이 연구는 방사선 조사가 효소의 활성을 제어하지는 못하므로 방

사선 조사 후 단백질분해효소를 불활성화하기 하여 열처리를 시행한 것으로 효소활성이 제

품의 품질에 향을 주는 식품에서는 매우 요한 의의를 갖는다. 방사선과 열처리의 선후 순

서는 포자의 불활성화 정도를 결정하는 요한 변수로 알려져 있다. 보고에 의하면 포자를 열

처리 한 후 방사선을 조사하면 방사선 항성은 큰 차이가 없으나 10 kGy 이하의 선량에 

포자를 조사한 후 열처리할 경우 포자의 열 항성은 격히 감소한다. 그러나 오히려 낮은 열

과 방사선처리가 동시에 된 경우 그 미생물은 매우 높은 항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열과 

방사선간의 상호 보합  역할은 박테리아 포자에만 국한되지 않고 짚신벌 , 종자, 핵산단백질, 

쥐, 암세포 등의 다양한 시스템에서 발견된다. 일반 으로 감마선 조사는 생존한 포자들의 열 

항성을 8에서 13배정도 여 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에 의하여 생존한 세균포자의 열민감성

에 한 메카니즘은 불분명하다.

  

(다) 방사선 항성 세균

  방사선 항성 세균이란 양세포의 상태에서도 방사선에 하여 매우 높은 항성을 갖는 

미생물들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재까지 알려진 방사선 항성 세균들은 부분 비병원성

이며, 다른 균주에 비해 양 요구성이 매우 까다롭고, 열에 한 항성이 없으며, 부분 염

에 민감하고, 식품 균총  은 부분을 차지하므로 세균포자에 비하여 식품 생학  험성

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 항성 세균은 식품학  보다는 생태학, 분자생물학

 에서 보다 큰 심을 끌고 있다. 가장 표 인 방사선 항성 세균인 Micrococcus 

radiodurans(Bruce, 1964; Sweet & Mosely, 1976)는 미국 Oregon주의 한 정육공장의 방사선 조

사 육제품에서 분리되었다. M. radiodurans는 이온화 방사선 뿐만 아니라 자외선 조사에도 강한 

항성을 보 고, 몇몇 화학  처리에도 항성을 나타낸다. 이처럼 자연계에 강한 방사선 

항성을 나타내는 세균이 존재한다는 것은 식품에서도  다른 방사선 항성 균주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 radiophilus는 10～20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어류(인도산 바

닷물고기인 물천구, Bombay duck, Harpodon nehereus)에서 분리되었으며 에서는 상당히 방사

선 항성을 나타내는 Pseudomonas 균주를 분리하 다. 이외에도 효모 Trichosporon oryzae, 가

류로부터 분리된 Pseudomonas와 Alcaligenes 등, 마쇄육에서 분리된 Moraxella-Acinetobacter 등

이 방사선 항성 세균으로 알려져 있으며 Streptococcus faecium(돼지분변), Arthrobacter 

radiotolerans(라듐성분 함유 온천) 등이 자연상태에서 분리되었다. 특히 자연 상태에서 분리된 

방사선 항성 미생물들은 방사능이 있는 온천지역, 늪  우라늄 산에서 발견되고 있어 천

연 방사능을 지닌 환경에서의 선택  변이가 이루어졌음을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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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16. Radiation resistance of representative spore important in food and medical 

sterilization application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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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이 아닌 인 인 조건에서도 방사선 항성 균주를 얻을 수 있다. 이  가장 일반

인 방법은 조사선량을 높여가며 반복 조사하는 것이며 Davies와 Sinskey는 여러 번 번복된 

방사선 조사에 의해 M. radiodurans와 비슷한 항성을 나타내는 S. typhimurium LT2 변이주를 

발견하 다. 가장 항성이 강한 균주는 D21R6008로서 84번의 반복된 조사로서 얻어졌으며 

1.50 kGy의 D10 value를 나타내었다. 아래에 표 인 방사선 항성 세균의 일반  특성을 요

약하 다.

  Micrococcus radiodurans : M. radiodurans는 평균 2 μm(1-3 μm)의 직경을 가지는 구균으로 붉

은색의 색소를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 미생물은 세포 기 단계에선 그람 양성이나 

후기에는 그람 염색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며, 통성 호기성, catalase 양성, 비병원성 등의 생리  

특성을 보인다. 이 균주의 방사선 항성은 다른 세균들과 마찬가지로 배지, 생장 단계  조

사 조건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 미경의 찰에서 M. radiodurans는 특이한 다층의 

세포벽을 갖는다는 것이 밝 졌다.  다른 두 종의 방사선 항성 구균(M. radiophilus, M. 

radioproteolyticus)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포벽 구조가 찰되었는데 이 다 층의 세포벽구조 기

능과 M. radiodurans의 강한 방사선 항성에 한 상 계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 M. 

radiodurans의 강한 방사선 항성과 련하여 이 세균의 DNA에 한 연구도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었다. M. radiodurans의 DNA 양과 염기조성은 GC 함량이 66-69%로 다소 높았으나 특

별한 유의성은 없었으며 특히 M. radiodurans DNA의 높은 GC함량은 GC함량이 낮을 경우 방

사선 항성이 높아진다는 가설을 반박하고 있다. UV  이온화 방사선 조사에 한 M. 

radiodurans의 강한 항성은 주로 DNA double-strand 단편을 재결합시키는 효과 인 복구 체

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crococcus radiophilus : M. radiophilus는 어류에서 분리된 비병원성 구균으로 주홍색의 색소

를 형성하며 UV  이온화 방사선 조사에 해서는 M. radiodurans 보다 더 항성이 강하다. 

M. radiophilus는 M. radiodurans와 형태학 으로 유사하나 세포크기, 내염성, 생장특성, 낮은 

분 가수분해성  UV  감마선에 한 항성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Micrococcus radioproteolyticus : M. radioproteolyticus는 동물의 분변에서 분리된 방사선 항성 

세균으로 건조 상태에서의 방사선 항성이 수용액 상태일 때 보다 2배가량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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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hrobacter radiotolerans strain P-1 : A. radiotolerance strain P-1은 일본의 Misasa 지방 온천 

근처 물  이끼류에서 분리되었다. 이 균주는 호기성의 그람양성을 나타내며, 붉은색 색소를 

형성하고, catalase 양성반응을 보이며 포자형성을 하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감마선 조사

에 의한 생육 곡선은 sigmoid 형태를 나타낸다. 호기  조건하에서 수기 세포에 한 생존

감소 지 의 선량은 7.3 kGy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D10 값은 이 균주의 강한 방사선 항성 

때문에 불확실한 상태이다.

  Micrococcus sp. B12 : Micrococcus sp. B12는 방사능을 지닌 지역으로부터 분리된 방사선 

항성 균주들 에서 방사선 항성이 가장 높은 종으로 호기  조건하에서의 감마선 조사시 

이 균주의 D10 값은 6.4 kGy 수 이다.

  Pseudomonas radiolra : Pseudomonas radiolra는 에서 분리된 방사선 항성 세균으로 붉은색

을 나타내므로 red Pseudomonas로도 불린다. 이 균주의 D10값은 호기  조건에서 감마선 조사

시 1.40 kGy이다.

  Salmonella typhimurium LT2 D21R6008 : S. typhimurium LT2는 계속 인 방사선 조사에 의하

여 이온화 방사선  UV 조사에 한 항성이 증가하는 균주의 표 인 이다. Strain 

D21R6008은 분리된 균주  가장 항성이 큰 것으로 84번의 반복된 조사에 의한 변이주로서 

분리되었으며 wild type보다 20배나 강한 감마선 항성을 보 다. 감마선 항성 유도균주는 

wild type보다 DNA 손상에 한 복구 능력이 높아 손상된 DNA에 한 복구능력 향상이 감

마선 항성을 높이는 요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Moraxella-Acinetobacter : Moraxella-Acinetobacter는 냉동상태의 우육, 돈육  계육에 1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한 후 생존한 미생물로부터 분리하 다. 이 균주의 D10값은 최고 6.8 kGy에 이른

다. 이 균주들의 방사선 항성은 냉동상태에서는 유효하지만 30℃ 이상의 온도에서는 감소된

다.

  지 까지 몇 가지 균주의 방사선 항성에 한 일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런 균주들은 

몇 가지의 공통 인 세포구조  생리  특성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특성들이 방사선 항성에 

계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방사선 항성 세균의 특징은 1) DNA의 방어  복구능력(Haynes 

, 1966; Moseley, 1989; Zerial et al., 1978.) 2) 방사선에 의한 손상에 응하는 독특한 형태학

, 화학  특징(Lohmann, 1965)(다층의 세포구조 등) 3) 특징 인 에 지 달기작 4) 색소형

성 등(Lewis et al., 1974)을 들 수 있다. 여기서 DNA에 한 내용은 DNA가 방사선의 가장 

요한 target이라는 에 비추어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색소의 형성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방사선 항성 세균의 방사선 항성에 한 메카니즘은 불충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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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바이러스의 방사선 생물학

  바이러스는 식품의 부패와 유의성 있는 연 계가 없어 최근까지도 식품보존의 에서는 

논의의 주요 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람 는 가축의 바이러스성 질환의 증가로 인하여 식

품 생 에서의 바이러스 제어가 심을 끌게 되었다(Eisenstein et al., 1963; Emek et al., 

1968). 방사선 식품 조사에 있어 바이러스 문제가 부각된 것은 1960년  반부터이며 이후의 

연구결과 방사선 조사는 바이러스의 유입을 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Grecz et al., 

1983). 

  의학 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한 방과 치료는 거의 무방비에 가까운 실정이다. 바이러스

는 그 구조  단순성에도 불구하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필수 요소를 갖고 있으며 부분의 물

리ㆍ화학  처리에 항성이 크고 무생물에 가까운 결정형으로 잠복하므로 제어가 매우 어렵

다. 식품으로의 바이러스 오염은 원료 자체에서부터 식품가공 공정 의 모든 주변요소를 통하

여 다양하게 이루어진다(Cliver, 1971). 특히 인간, 동물 는 곤충 등을 매개로 한 오염은 직

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는 감염된 환자의 배설물에서 1 g 당 

106 unit에 달하는 양이 발견되었으며 소아마비(polio), 장 바이러스(enterovirus) 들은 5～8주 

이상 동안 배설물에서 향을 받을 수 있다. 동물 염 매개체 가운데, 쥐는 소아마비(polyma), 

임 구 맥락막수막염(lymphocytic choriomeningitis), 볼리비안 출 열(bolivian hemorhagic 

fever)바이러스를 곡물과 다른 식품에 오염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곤충 염 매개체 

가운데, 리나 바퀴벌 는 소아마비바이러스 등의 염 매개체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식

품과 련되어 있는 바이러스는 표와 같다. 동물에게 염성이 큰 바이러스들 가운데 가장 

요한 것은 냉동 도살동물의 국제무역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foot-and-mouth 바이러스

(FMDV)이며 이외에도 돼지 콜 라 바이러스, 아 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bovine 

picornavirus, adenovirus, Newcastle disease virus 등도 동물 사료를 통하여 염될 수 있다.  

  식품 생산물 의 바이러스는 통 인 가열공정에 의해 비교  쉽게 불활성화 되어진다. 그

러므로, 식품유래 바이러스의 감염 험을 가열공정 처리로 부분 으로 없앨 수 있다. 그러나, 

바이러스의 방사선 항성은 상당히 높아 방사선에 의한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는 많은 변수

가 작용한다. 바이러스 그룹간의 방사선 항성은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는데, 한 가닥의 핵산

을 갖는 바이러스는 두 가닥의 핵산을 갖는 바이러스보다 10정도 높은 감수성을 나타내고, 큰 

genome을 갖는 것은 작은 genome을 갖는 것보다 감수성이 5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한 바

이러스의 방사선 항성은 세균이나 곰팡이에 비하여 주변 환경에 더 크게 향을 받는다. 

Bacteriophage T7은 0.4～6.4% 범 의 nutrient broth 농도에서 항성이 10배 정도 증가하며 

마쇄육의 경우 일반 으로 실험실에서 사용되는 배지에서보다 바이러스의 방사선 항성이 증

가한다. Coxsackievirus B-2의 경우, MEM에서의 D10 값은 4.5 kGy인 반면에, 마쇄육의 존재 

시에는 7.0 kG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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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17. Viruses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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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 축산식품의 이화학  특성 고찰

(가) 생육의 이화학  특성 변화

 1) 단백질의 생화학  특성 변화

  Dogbevi 등(1999)은 감마선 조사된 돈육의 deamidation, sulphydryl content, 용해성  소수성 변화를 

분석하여 보고하 으며 그 결과는 표 18과 같이 감마선 조사시 sulphydryl content  용해성은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소수성은 감소하 다. 감마선 조사된 돈육의 단백질의 deamidation의 증가는 아미노

산의 amide group의 분해로 ammonia가 생성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이는 water binding capacity를 

증가시킨다(Stadtman, 1993). Bendall(1973)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빠른 해당과정과 pH가 감소되며 도축 

직후 낮은 pH(<6.0)의 유도는 온단축을 막음으로서 육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감마선 조

사된 근육에서 나타나는 빠른 L-lactoate의 축척과 pH의 감소는 해당과정의 가속화에 의해 유래되는 것

으로 사료되며,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glycogen phosphorylase의 활성 진과 glycogen의 직 인 

괴에서 기인될 것이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 직후 glycogen의 직 인 괴는 발견할 수 없었다. 만약 

L-lactate가 감마선 조사에 의해 glycogen이 직ㆍ간 으로 괴되어 생성된다면 함량변화가 강직동안에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Adam, 1982). Glycogen의 완 한 괴는 시험용액상태에서는 얻을 수 있으나

(Brinkman et al., 1961), 괴된 잔류물질이 L-lactate로 된다면, L-lactate의 함량은 감마선 조사 직후에 

최고 을 나타내거나 는 유기산들이 생성될 것이다. 따라서 쇠고기의 도살직후 감마선 조사는 해당과

정이 가속화되고 빠른 pH의 감소를 유도하여 육질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지질 산화

  Kim 등(2002)는 감마선 조사시 칠면조, 돈육, 우육의 지질산화 변화를 분석하여 보고하 다. TBARS값

은 표 4-IV-19와 같이 종류에 계없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증가하 으며 이는 함기포장  진공포장 모

두에서 나타났다. 그러나 진공포장시에는 장에 따른 감마선 조사구의 산화를 억제할 수 있었다. 이는 

Shin과 Lee(2002)가 감마선 조사된 생돈육의 지질 변화를 분석한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다(표 

4-IV-20). Nam 등은 칠면조, 돈육, 우육의 포장방법  장에 따른 조사에 의한 콜 스테롤 산화물의 변

화를 분석하여 보고하 다(표 4-IV-21～4-IV-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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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18. Irradiation dose effect on pork deamidation, sulphydryl content, solubility and 

hydrophobicity
a

표 4-IV-19. TBARS values of turkey, pork, and beef with irradiation dose, packaging and storage 

day
a,b

표 4-IV-20. Effect of packaging conditions on lipid oxidation (mg MDA/kg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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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21. Content of cholesterol oxidation products(COPs) in raw turkey leg meat with different 

irradiation, packaging, and storage time
a

표 4-IV-22. Content of COPs in raw beef with different irradiation, packaging, and storage timea

표 4-IV-23. Content of COPs in raw pork with different irradiation, packaging, and storage tim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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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직후에는 콜 스테롤 산화물의 농도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장기간이 경과한 7일에는 함

기포장하여 보 한 조사육에서 7α-hydroxycholesterol, 7β-hydroxycholesterol, β-epoxide, α-epoxide  

7-ketocholesterol 등의 콜 스테롤 산화물의 농도가 유의 으로 증가하 다. Ahn 등(1998)은 조사된 육에

서는 지질산화의 원인이 되는 hydroxyl radicals를 발생시켜 지질산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지질산화의 발생

정도는 포장, 장 그리고 조사 ㆍ후의 가공조건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보고하 다. 여러 연구를 종

합하여 볼 때 조사처리가 지질산화에 미치는 향보다는 포장방법이 더욱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온화 에 지에 의한 육류의 지질산화를 억제하기 해 국내외 많은 연구자들은 항산화제를 

병용 처리하 을 때 효과를 보고하 다. 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산화제로는 천연항산화제인 

ascorbic acid, tocopherol과 합성 항산화제인 PG, BHA, VHT, TBHQ 등이 있다. 이들 항산화제는 산소존

재나 고온조건에서 기질의 유리 라디칼 생성을 지연시키거나 활성을 해함으로써 지방질의 산화를 억제

시킨다. 합성 항산화제는 탁월한 효과와 경제  이  때문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인체에 

한 안 성에 문제가 있으며, 천연항산화제로 리 알려진 tocopherol은 안 하기는 하나 단독으로는 산화 

연쇄반응 지 능력이 낮고 가격이 비싼 단 이 있다. 한 ascorbic acid는 자동산화  산화에 효과

이지만 유지 용해성이 없어 유지 식품에의 이용이 불가능하며, ascorbic acid의 ester 화합물인 ascorbyl 

palmitate는 어느 정도 유지용해성을 갖고 자동산화  산화에 효과 이며 미국의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ty)품목으로 되어 있어 사용의 양에 제한이 없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 Lee 등

(1999)은 우지에 ascorbyl palmitate, α-tocopherol, BHA  ascorbyl palmitae와 α-tocopherol 혼합물을 첨

가하여 감마선 조사하 을 때 조사 직후와 장기간에 따른 과산화물 형성 억제능을 평가하여 보고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4-IV-2～4-IV-3과 같다. 항산화제 첨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과산화물 증가를 억제

하는데 효과 이었으며, 억제활성은 AP>BHA>AP+α-Toc>α-TOC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직후 

우지의 기산화 억제능이 강한 AP의 자동산화 억제능은 장 20일까지는 효과 이었으나 25일 이후는 

다른 항산화제에 비해 비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α-TOC은 기산화 억제효과가 약하여 생성된 과산

화물에 의해 계속 으로 산화가 일어났다. 특히 AP와 α-TOC 혼합 첨가군의 경우에는 합성 항산화제인 

BHA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p<0.05). 이와 같은 결과는 AP가 기산화 억제능을 갖고 α-TOC은 자동

산화 억제능을 가지므로 서로 synergist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천연항산화제인 AP+α-TOC 혼합체를 첨가할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한 축산식품의 지질산화를 효과 으로 억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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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IV-2. Effect of antioxidants on lipid 

oxidation of tallow immediately after  

irradiated with 1～10 kGy of gamma-ray. 

Peroxide mean values within the same 

sotrage periods with different italic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그림 4-IV-3. Effect of antioxidants on lipid 

oxidation of tallow during storage at 50℃ 

after irradiated with 10 kGy of gamma-ray. 

Peroxide mean values within the same 

sotrage periods with different italic letter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Formanek 등(2003)은 천연항산화제인 α-tocopherol  rosemary extract를 도살  50일 정도 먹인 소에

서 분리한 고기의 조사 후 장기간 동안 지질 산화 차이를 연구하여 보고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4-IV-4와 같다. 모든 항산화제는 비첨가구에 비해 조사  장  지질산화를 억제하는데 효과 이었으

며 특히 α-tocopherol 단독 처리보다는 rosemary extract 첨가가 더욱 효과 이었다. 그러나 

Ohene-Adjei(2004) 등은 vitamin E 여가 선량 감마선 조사(2 kGy)시 갈은 돼지고기  loin chop의 

산화를 억제하는데는 효과가 없었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Ahn 등(2000)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

고하 다. Lacroix 등(2004)은 vitamin C 첨가  edible active coating의 ground beef의 조사  장시 

지질 산화 억제효과를 보고하 다(표 4-IV-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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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IV-4. Effect of irradiation dose, dietary vitamin E supplimentation and the post-slaughter 

addition of rosemary extract on TBARS(mg MDA/kg meat) in minced beef during storage at 4℃.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 replications. C, Control; S, 2000 mg α-tocopheryl acetate/kg feed; Ro, 

0.25% oil soluble rosemary extract; Rw, 0.25% water soluble rosemary extract; R, 0.125% oil soluble 

and 0.125% water soluble rosemary extract.

표 4-IV-24. Concentration of TBARS and -SH in ground beef samples irradiated at 2 kGy

 3) 휘발성 화합물 변화

  Kim 등(2002)은 가 육, 돈육, 우육의 방사선 조사  장 후 휘발성 화합물의 성분을 분석하여 보고

하 다. 육류의 종류에 계없이 함기포장상태에서 조사시 휘발성 화합물의 생성량이 증가하 으며 돈육

이 가장 많이 증가하 다(표 4-IV-25～4-IV-26). 세 가지 육류 모두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 비조사구에서

는 검출되지 않았던 1-butene, 1-pentene, 1-hexene, 1-heptene  dimethyl disulfide와 같은 휘발성 화합

물이 새로이 생성되었다. 이들 새로운 휘발성화합물이외에 조사 후 butane, dimethyl sulfide, hex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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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tane과 같은 물질의 양이 더 증가되었다. 이들 새로 생성된 혹은 증가한 휘발성 화합물 즉, 

hydrocarbon  황화합물은 육류의 조사취 원인물질로 사료되며 이는 지질산화물 혹은 methionine, 

cysteine과 같은 아미노산의 분해산물이다(Jo & Ahn, 1999). 가 육과 돈육은 비슷한 휘발성화합물 조성

을 가진다. 그러나 우육은 가 육  돈육보다 trimethyl pentane, 3-methyl heptane, 2,2,5-trimethyl 

hexane, 1-octene, 3-methyl-2-heptene과 같은 hydrocarbon의 양이 더 많았다. 

표 4-IV-25. Volatiles of turkey, pork, and beef with irradiation dose in aerobic packaging at Day 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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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직 후 조사육의 주요 휘발성화합물은 가 육의 경우는 butane, 1-butene, pentane, dimethyl sulfide, 

toluene이었으며, 돈육의 경우 butane, pentane, dimethyl sulfide, toluene이었고, 우육의 경우 butane, 

2-butene, pentane, hexane, heptane, octane, toluene, dimethyl sulfide 다. 그러나 7일 후 0일과는 달리 

조사육의 휘발성화합물의 양  수는 비조사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0일에는 휘발성 화합

물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off-odor에 기여한 반면 함기포장 장 에는 지질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진공포장육의 경우 함기포장육과 유사한 휘발성화합물을 생성되는 경향을 보 으나 그 양은 

달랐다. 조사 7일 후에는 함기포장육보다 진공포장육의 총 휘발성화합물양이 더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비조사육의 총 휘발성화합물양은 함기포장시보다 진공포장시 더 었다(표 4-IV-27～4-IV-28). 이는 조사 

혹은 비조사육의 장 후 향 강도는 포장방법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몇몇 연구자들(Ahn 등, 2000; 

Angelini 등, 1975; Patterson & Stevenson, 1995; Wick 등, 1967)은 suflur  carbonyl 화합물은 낮은 향 

역치값을 가지며 조사취의 주요 휘발성화합물이라 보고하 다. 

표 4-IV-26. Volatiles of turkey, pork, and beef with irradiation dose in aerobic packaging at Day 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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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25～4-IV-28은 dimethyl disulfide, dimethyl sulfide와 같은 황화합물이 방사선조사에 의해 새로 

생성이 되거나 증가되는 것을 보여 다. 동물 종  진공포장시 가 류와 쇠고기보다 돼지고기의 경우 

황화합물이 더 많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함기포장시에는 장 7일 후 주요 황화합물들이 사라졌다. Ahn 

등(2000)은 dimethyl disulfide가 조사취의 주요 황화합물이라고 보고하 다. Nam과 Ahn(2003)은 여러 

항산화제의 단독 혹은 혼합처리하 을 때 pork homogenates의 휘발성성분변화를 연구하여 보

고하 으며 그 결과는 표 29～30과 같다. 방사선 조사는 pork homogenates의 많은 새로운 휘

발성물질들 즉, aldehydes(propanal, 2-methylpropanal, 3-methylbutanal, 2-methylbutanal, 

pentanal  hexanal)과 황화합물(methanethiol, dimethyl sulfide  dimethyl disulfide)을 생

성하 으며 항산화제 처리구는 이러한 aldehyde와 황화합물이 조구보다 더 게 생성되었

다. 항산화제들  sesamol이 휘발성 화합물을 억제하는 효과가 가장 뛰어났다. 

표 4-IV-27. Volatiles of turkey, pork, and beef with irradiation dose in vacuum packaging at Day 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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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제 혼합처리는 조사된 pork homogenates의 aldehyde와 황화합물 생성을 억제하는데 효

과 이었으며 3-antioxidant combination가 2-antioxidant combination보다 효과 이지는 않았

다. 항산화제 혼합처리  sesamol+gallate, sesamol+Trolox, sesamol+ tocopherol이 가장 효과

이었으며 그  sesamol+Trolox처리구의 dimethyl disulfide양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Sesamol+tocopherol은 carbon disulfide, 3-methylbutanal을 비롯한 총 휘발성화합물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가장 효과 이었다. Carbon disulfide는 비조사 pork homogenates의 주 휘발성 화

합물로 방사선 조사 후에 격히 감소되었으며 이는 carbon disulfide가 조사 pork 

homogenates의 조사취의 원인 화합물인 황화합물의 구체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4-IV-28. Volatiles of turkey, pork, and beef with irradiation dose in vacuum packaging at Day 7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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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29. Volatile compounds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pork homogenates treated 

with different antioxidant (final 200 μ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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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30. Volatile compounds of irradiated and nonirradiated pork homogenates treated 

with different antioxidant combination(final 200 μM)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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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색 변화

  Millar 등(2000)은 양고기, 돈육, 우육을 상으로 방사선 조사, 장, 표면/단면에 따른 색변화

(CIELLAB값)를 비교하여 보고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IV-31과 같다. L값은 우육의 경우 비조사구와 조

사구 모두에서 표면보다 단면에서 더 높았으나 양고기의 경우 단면의 L값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조사구

보다 비조사구의 L값이 유의 으로 높았다. 돈육의 L값은 표면과 단면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a값은 

육종류, 조사, 장, 표면/단면 등 모든 요인에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01). 조사된 우육의 a값

(9.78)은 비조사 우육의 a값(11.82)보다 유의 으로 낮은(p<0.001) 반면, 조사된 돈육의 a값(4.93)은 비조사 

돈육의 a값(3.57)보다 유의 으로 높았다(p<0.01). 양고기의 경우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a값이 각각 3.90과 

4.02로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조사에 의한 우육의 변화는 표면의 a값이 감소하고 조사에 의해 단면의 

값은 변화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조사된 돈육의 a값의 증가는 표면의 a값이 조사 후 감소하 음에도 특

히 단면의 a값이 크게 증가하 기 때문이었다. 모든 종류의 비조사구 단면의 b값의 평균(8.66)은 조사구

의 단면의 b값(8.91)과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표면의 b값 평균은 조사구(10.45)보다 비조사구(11.17)에서 

유의 으로 높았다(p<0.05). 이들 값은 단면보다 유의 으로 높았다(p<0.001). 표면의 b값은 각각의 육종

류에서 단면의 b값이 표면보다 유의 으로 높았으며 그 차이는 양고기보다 우육과 돈육에서 더 크게 나

타났다(우육 5.23, 8.04; 돈육 11.02, 13.41; 양고기 9.44, 10.21 단면/표면). 

표 4-IV-31. Effect of species, irradiation and surface on CIELAB values measured 7 days post 

irradiati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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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방사선 조사는 우육 표면의 색에 향을 미친다. 방사선 조사된 우육은 장 3일을 제외하고는 색

도(a값)과 황색도(b값)이 낮아졌다. 장기간 동안 a값은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비조사구보다 조사육

의 색이 더 안정 으로 되었다. 조사육의 색변화는 조사선량, 동물의 종류, 근육 타입, 포장에 따라 달라

진다. 진공포장된 돈육(Biceps femoris, Senitendinosus  Semimembranosus 근육)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

해 색도가 증가하 다. 방사선 조사는 돈육의 Longissimus dorsi 근육의 색도를 증가시킨 반면 진공포

장된 Psoas major와 femoris 근육의 경우에는 감소되었다(Ahn et al, 1998). 방사선 조사는 pork loin과 

poultry breast 육의 색은 더 붉고 분홍색으로 변화시킨 반면 beef loin의 육색은 더 greenish brown으로 

변화시켰다(Kim et al., 2002). 방사선 조사는 PSE 돈육(pale-soft-exudative pork)의 색도를 향상시켜 

소비자 수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Nam et al., 2002). 포장상태는 장  조사육의 색변화에 향을 주

는 요한 요인이다. 조사된 pork loin 근육은 색도가 증가되었으며 호기  상태에서조차 냉동 장  

안정 이었다(Kim et al., 2002). 그러나 조사에 의해 형성된 pork steaks의 색도는 호기  상태보다 

기  상태에서 더 강하 고 안정 이었다(Luchsinger et al., 1996). 이러한 조사육의 색변화는 표 32와 

같이 주 육색소인 myoglobin의 화학  상태에 따라 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Nam & Ahn, 2003). 이 색

소는 heme ring과 globin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Heme의 철의 산화상태는 매우 요하다. Heme 철이 

산화형태(ferric state)일 때에는 오직 물 는 nitric oxide(NO) 분자만이 heme 색소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heme 철이 환원상태(ferrous state)일 때에는 O2, CO, S  NO가 heme 색소의 sixth ligand가 될 

수 있으며 heme 철과 sixth ligand에 의해 myoglobin의 색이 결정된다. Markakis(1972)는 hydrogen 

peroxide와 물의 radiolytic products들이 조사된 metmygolobin 형태인 ferrylmyoglobin을 생성시킨다고 

보고하 다. Thiol은 cysteine이 조사되었을 때 형성된 hydrogen sulfide와 free radical에 의해 공격당하

기 쉽다(1994). Swallow(1984)는 sulfhydryl group과 peptide bond가 hydrated electrons에 의해 공격당하

을 때 hydrogen sulfide  ammonia와 같은 gas compounds가 생성된다고 하 다. 선량의 조사시 

단백질의 삼차원  구조는 변성되고 단백질의 수소결합  다른 결합은 깨지게 되며 고선량의 조사시 

deamination이 일어난다. 

표 4-IV-32. The color properties of myoglobin depending on the chemical state of iron atom and a 

color-generating lig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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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과 Akoyunoglou(1964)은 감마선 조사가 globin 단백질로부터 작은 peptide들을 나 고 myoglobin 

분자로부터 deamination을 일으킨다고 보고하 다. 감마선 조사에 동안에 생성된 육류의 녹색소는 

glutathione 는 thiol containing compound들로부터 생성된 hydrosulfide 때문이다(1968). Satterlee 등

(1971)은 방사선 조사 후 heme 단백질로부터 생성된 amide nitrogen의 손실로부터 색소가 생성된다고 

하 다. Cornforth 등(1991)은 방사선 조사가 특히 nitrite 혹은 nitrate ions가 존재할 때 nitric oxide 혹은 

cured meat 색소의 구체, nytrosyl hemochrome를 생성한다고 하 다. Thomas(1999)은 조사와 같은 

oxidative stress에 의해 nitric oxide radical은 arginine, glutamine과 같은 nitrogen 함유 아미노산으로부

터 nitric oxide radical이 생성될 수 있다고 하 다. Furuta 등(1992)은 조사된 냉동육과 가 류에서 

alcohols, aldehydes, ketones, carboxylic acids, amides  esters와 같은 유기화합물의 radiolysis에 의해 

많은 양의 carbon monoxide가 생성된다고 보고하 다. 육류의 redox potential은 coenzyme으로서 

NADH와 련되어 있으며 이는 ferrimyoglobin의 ferrous 형태변화와 련되어 있다. Ferrous heme 색

소의 색 강도는 ferric state의 경우보다 강하기 때문에 육류의 oxidation-reduction potential(ORP)는 색변

화에 매우 요하다. 조사육의 redox properties는 더 환원상태로 된다(Simic, 1983). 방사선 조사는 ORP

를 감소시켜 칠면조 가슴살의 heme 색소에 더 환원된 환경을 제공한다(표 33, Nam & Ahn, 2002). 방사

선 조사는 방사선이 육류를 통과할 때 원자로부터 orbital electrons를 활성화시키기에 충분한 에 지를 

가지고 있다. 이 상은 secondary electron이 분출되고 물로부터 다양한 radiolytic radical과 charged 

radical이 생성되게 한다. Hydrated electrons(aqueous e
-
), radiolytic radical은 강력한 환원제로서 

ferricytochrome과 작용하여 ferrocytochrome을 생성하게 한다(Swallow, 1984.). Giddings와 

Markakis(1972)는 조사 동안 남아있는 산소 혹은 생성된 산소로부터 oxygenation과 radiolytic water 

product, hydrated electron에 의해 heme iron이 환원이 되어 oxymyoglobin like pigment가 생성된다고 

보고하 다. 

표 4-IV-33.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f turkey breast with different packaging, irradiation, and 

storage conditions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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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공육의 이화학  특성 변화

 1) 지질산화

  Shin과 Lee(2002)는 돈육 등심의 자선 조사시 가열  포장조건이 지방산화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여 보고하여 그 결과는 표 4-IV-34와 같다. 장 0일에 조사하지 않고 가열한 후 함기포장한 처리구

(A-C-A)가 타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p<0.05) 높은 지방산화를 보 으며, 반면에 조사하지 않고 가

열한 후 진공포장한 처리구(A-C-V)가 타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p<0.05) 낮은 지방산화를 보 다. 

체 으로 가열 후 진공포장하여 장한 처리구가 함기포장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p<0.05) 낮은 

지방산화를 보여 자선 조사처리가 지방산화에 미치는 향보다 포장조건이 지방산화에 더 많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열 처리한 후 자선 조사시에는 장 0일째 처리구간의 비교에서 함기포장 

조사구와 함기포장 비조사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p<0.05) 높은 지방산화를 보 으며 

장 7일째에는 함기포장한 처리구가 진공포장한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p<0.05) 지방산화가 증가하

다. 포장방법을 달리하여 자선 조사 후 조리된 돈육의 콜 스테롤 산화물의 발생 종류와 발생량의 

변화는 표 4-IV-35와 같다.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장 기에는 검출되지 않았던 7α

-hydroxycholesterol, 7β-hydroxycholesterol, α-epoxide  cholestanetriol 등 콜 스테롤 산화물이 검출되

었다. 콜 스테롤 산화물 체발생량은 함기포장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가열하여 함기포장한 처리구

(761.2 μg/g lipid)가 가장 많이 발생하 으며, 다음으로는 함기포장하여 조사하지 않고 가열한 후 함기포

장한 처리구가(504 μg/g lipid) 많은 콜 스테롤 산화물 발생을 보 다. 가열처리한 후 자선 조사시 포

장방법에 따른 콜 스테롤 산화물의 발생종류와 발생량의 변화는 표 36과 같다. 가열처리한 후 장 0일

에는 7α-hydroxycholesterol, 7β-hydroxycholesterol, β-epoxide  7-ketocholestrol 등 4가지 콜 스테롤 

산화물이 검출되었으며, 처리구간의 비교에서는 가열처리한 후 함기포장한 처리구가 진공포장한 처리구

보다 유의 으로(p<0.05) 높은 함량을 보 다. 

표 4-IV-34. Effect of irradiation and packaging conditions on lipid oxidation (mg MDA/kg m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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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7일에는 장 0일에 검출되지 않았던 α-epoxide, cholestanetriol  6-ketocholesterol이 검출되었다. 

콜 스테롤 산화물 체 발생량은 가열한 후 조사하지 않고 함기포장한 처리구가 781.6 μg/g lipid으로 

가장 많은 발생량을 보 으며, 다음으로 조사하고 함기포장한 처리구가 533.3 μg/g lipid으로 많은 발생

량을 보 다. 조사 처리 유ㆍ무에 상 없이 진공포장한 처리구는 낮은 함량을 보여 콜 스테롤 산화물의 

발생량은 조사 처리보다 포장방법에 의해 더 큰 향을 받는다.

표 4-IV-35. Effect of packaging conditions on cholesterol oxidation products in irradiated 

meat during storage

표 4-IV-36. Effect of irradiation and packaging conditions on cholesterol oxidat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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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과 Ahn(2003)은 항산화제들의 분쇄 돈육의 조사시 지질산화억제 효과를 연구하여 보고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IV-37과 같다. 모든 항산화제들은 조사에 의한 지질산화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장 기간 동안의 지질산화를 억제시켰다. 항산화제들  trolox와 

sesamol이 지질산화효과가 가장 좋았으며 gallate도 효과 으로 억제시켰다. 지질산화 억제효과

가 좋은 이 세 가지 항산화제들을 혼합하여 처리하 을 때 상승효과를 보 으며 그 결과는 표 

4-IV-38과 같다.

표 4-IV-37. TBARS values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pork homogenates treated with 

different antioxidants during storage at 4℃
a

표 4-IV-38. TBARS values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pork patties treated with different 

antioxidant combinations during storage at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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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 등(2003)은 함기포장된 칠면조 가슴살패티의 조사시 vitamin E의 효과를 연구하 으며 

표 4-IV-39와 같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질산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높았다. 그 외 

Badr(2007)은 carnosine이 농도에 비례 으로 분쇄우육  우육패티의 조사시 지질산화를 억제

하 으며, Lee 등(2005)은 rosemary extract가 ready-to-eat 햄버거패티의 조사  장시 지질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 다. Kang 등(2007)은 돈육패티의 조사  장에 의

한 지질산화를 억제하기 해 녹차가루가 포함된 펙틴물질로 코 하여 연구하 으며 그 결과

는 그림 4-IV-5와 같다.

표 4-IV-39. TBARS values of aerobically packaged turkey breast patties affected by dietary 

vitamin E and irradiation during storage at 4℃
a
 (mg MDA/kg meat)

그림 4-IV-5.

 TBARS of gamma-irradiated pork patty 

coated with pectin-based material during 

storage at 10℃

(control: uncoated; CP: coated by pectin 

based material; CGP: coated by 

pectin-based material with 0.5% green 

tea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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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휘발성 화합물

  Jo 등(1999)은 지방함량에 따른 돈육소시지의 방사선 조사시 휘발성화합물을 분석하여 보고

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IV-40～4-IV-41과 같다. 고지방소시지는 지방소시지보다 propanal이 

더 많이 생성되었으며 1-pentanol, nonanal  1-heptanol이 게 생성되었다. Aldehydes, 

ketones  alcolhol의 양은 4.5%지방 돈육소시지에서 가장 높았으며 15.8%지방 돈육소시지에

서 가장 낮았다. 방사선 조사는 돈육소시지의 1-heptene양을 증가시켰으며 장  포장방법에 

의한 양의 변화는 없었다. Nawar 등(1996)은 방사선 조사가 triacylglyceride의 화학  결합을 

괴하고 Cn-1과 Cn-2:1 hydrocarbon과 같은 carbonyl 화합물을 생성한다고 보고하 다. Cn-1은 

parent fatty acid보다 탄소원자 한 개가 으며, Cn-2:1은 parent fatty acid보다 탄소분자 두 개

가 고 position 1에 이 결합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1-heptene(C7:1)은 nonane(C9:0)으로부터 

oleic 는 다른 n-9 fatty acid로부터 방사선 조사  장되는 동안 산화되고 분해되어 생성

되었을 것이다. 조사구에서 동정된 휘발물질의 양보다 짧은 retention time을 가진 밝 지지 않

은 휘발물질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는 방사선조사는 휘발물질 뿐 아니라 휘발성 화합물의 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이들 휘발물질은 비극성 분자 hydrocarbon일 것이며 조사취에 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Ahn 등(1998)은 생육보다 조리육의 지질산화를 막는 것이 더 요하다고 

하 다. 그들은 지질산화가 조리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리육이 장  산화와 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포장방법은 장  조리된 조장 소시지의 휘발물질 생성, 지질

산화  색변화에 가장 요한 역할을 하 다. 

표 4-IV-40. Effect of fat content on the production of volatiles in irradiated aerobic-packaged 

pork sausages after 0 day of storage at 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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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로부터 산소의 을 막는 것이 조리 후 육류의 고품질 유지에 조사와 지질함량보다 더 

요하다고 하 다. Nam과 Ahn(2003)은 항산화제를 혼합처리가 방사선 조사한 pork patty의 

휘발성 화합물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보고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IV-42～4-IV-43와 같다. 

모든 항산화제 혼합처리는 pork patty의 휘발성화합물의 양을 조구의 40%까지 감소시켰다. 

Sesamol+gallate 혹은 sesamol+Trolox를 처리한 pork patty의 총 휘발물질은 

sesamol+tocopherol을 처리한 pork patty보다 더 었으나 조사 후 생성되는 조사취의 주요 원

인이 되는 황화합물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함기포장한 pork patty보다 진공포장한 pork patty

에서 더 많은 양의 휘발물질이 검출되었다. 모든 항산화제 혼합처리는 pork patty의 

2-propanone과 carbon disulfide양을 감소시켰으나 항산화제 종류별 차이에 의한 향은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방사선 조사는 비조사 pork patty에서 검출되는 휘발물질의 양을 증가시

킬 뿐 아니라 비조사구 pork patty에서 검출되지 않는 몇 가지 휘발물질을 생성시켰다. 

Acetaldehyde, pentane, 2-propanone, carbon disulfide  dimethyl disulfide는 방사선 조사된 

pork patty에서 생성된 주 휘발물질이다. 이들 휘발물질의 양은 함기포장한 pork patty보다 진

공포장한 pork patty에서 더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황화합물이 함

기포장상태에서 빠르게 휘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항산화제 혼합처리는 이들 휘발물질 뿐 아니

라 총 휘발물질의 생성을 감소시켰다. 함기포장된 pork patty에서 조사육의 off-ordor에 향을 

주는 carbon disulfide와 dimethyl disulfide와 같은 황화합물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효과가 높

았다. 그러나 항산화제 종류에 따른 차이는 유의 이지 않았다. Sesamol+gallate(final 200 μM) 

처리는 진공포장한 조사 pork patty에서 acetaldehyde, carbon disulfide, dimethyl sulfide, 

dimethyl disulfide  총휘발물질을 조구보다 각각 59, 53, 58, 81  43% 감소시켰다.

표 4-IV-41. Effect of fat content on the production of volatiles in irradiated aerobic-packaged 

pork sausages after 7 days of storage at 4℃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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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42. Volatile compounds of nonirradiated pork patties treated with different 

antioxidant combination(final 200 μM) and packaging condition
a

표 4-IV-43. Volatile compounds of irradiated (4.5 kGy) pork patties treated with different 

antioxidant combination(final 200 μM) and packaging condi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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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색도

  육제품의 색은 품질과 미각을 좌우하는 주요인자로 소비자 기호도 측면에서 요한 선택요

인이 된다. 특히 아질산염 첨가 육가공제품의 경우 nitrosomyoglobin 생성으로 염지육 특유의 

pink color를 나타낸다. Kamarei와 Karel(1983)은 감마선 조사시 염지육의 NO-Mb는 차 

denitrosylation 반응을 거쳐 metmyoglobin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Nitrosomyoglobin

의 경우 구조 으로 NO의 결합세기가 약하기 때문에 감마선 조사시 생성되는 hydroxyl 

radical(ㆍOH)의 공격을 쉽게 받아 NO-Mb의 denitrosylation을 유발하여 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 다. Ahn 등(2003)은 포장방법에 따른 감마선 조사된 소시지의 NO-Mb의 함량

과 색을 연구하여 보고하 다. 표 44와 같이 포장방법에 따른 NO-Mb 함량변화를 살펴보면,  

CO2/N2 포장구의 NO-Mb함량이 다른 포장구에 비해 높았으며, 함기포장구는 가장 낮은 함량

을 보 다. 장 4주후의 NO-Mb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CO2  

N2 포장구에서는 20 kGy, CO2/N2 포장구에서는 10 kGy 이상에서 유의차를 보 다. 한 포

장방법에 따른 함량변화를 살펴보면 함기포장구의 NO-Mb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비조사구에서만이 처리구간 유의차를 보 다. 이들 결과를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한 

염지육색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CO2 혹은 CO2/N2 포장과 같은 가스치환 포장법을 

병용하는 것이 효과 이다. 가스치환 포장  감마선 조사된 유화형 소시지의 CIE L
*
a

*
b

*
 변화

는 표 45～46과 같다. 감마선 조사 직후 L
*
값은 조사선량에 의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05). a
*
값은 염지육제품 색의 주요인자로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 인 감소를 보

다. 한 포장방법에 의한 유의  차이를 보 는데, 5 kGy와 20 kGy 조사구의 경우 다른 포장

구에 비해 함기포장  N2 포장구의 a
*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따라서 육색소의 결

과에서와 마찬가지로 CO2/N2, CO2와 같은 가스치환포장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육색변화를 억

제하는데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IV-44. Nitrosoheme pigments (ppm heamatin) of irradiated emulsion-type cooked pork 

sausage with various packaging during storag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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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45. CIE color values of irradiated emulsion-type cooked pork sausage with various 

packaging at 0 week
1),2)

표 4-IV-46. CIE color values of irradiated emulsion-type cooked pork sausage with various 

packaging at 4 weeks of storag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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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N-Nitrosamine

  육가공 제품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특유의 염지육색 발 , 향미  물성 부여, 산

패억제와 Clostridium botulinum 등의 유해 미생물에 한 해효과를 나타낸다. 최근 육제품에 

잔존하는 아질산염이 자체 독성으로 소아암을 유발한다는 문제 이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한 

2차 으로 가공  장단계에서 발암성 N-nitrosamine의 구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사

용량이 제한되어 왔다. 화학 으로 아질산염은 N-nitrosamine 생성 반응에 직  작용하지 않고 

산성조건에서 여러 반응을 거쳐서 활성화된 dinitrogen trioxide  dinitrogen tetraoxide로 

환될 때 2  amine과 반응하여 N-nitrosamine을 형성하게 된다. 휘발성 N-nitrosamine은 종류

와 함량에 따라 , 식도, 간, 폐, 신장, 방   췌장 등의 신체기 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nitrosamine의 체내 발암기작은 소포체에서 cytochrome p-450 효소에 의해 

사 활성화되어 여러 단계를 거쳐 alkyldiazohydroxide  diazoalkane 등으로 분해되어 

DNA의 염기서열을 치환시키면서 시작된다. 육가공 제품의 휘발성 N-nitrosamine에 한 문제

는 소비가 많은 미국  유럽에서 이미 1970년 에 심각하게 제기되었으며, 국내에서도 육제품 

소비시장이 확 되면서 그 문제 이 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4-IV-47. N-nitrosodimethylamine(NDMA) and N-nitrosopyrrolidine (NPYR) level (ppb) in 

emulsion-type cooked pork sausage prepared with ascorbate or none in different packaging 

and irradiation dose during strorage at 4℃

NDMA                                   NP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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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까지 N-nitrosamine 생성억제에 한 연구는 ascorbic acid  tocopherol 등의 산화환원 

화합물(redox compound) 는 polyphenol류 등을 첨가하여 아질산염을 nitric oxide 형태로 

환원시켜 N-nitrosamine의 형성반응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방사

선 조사가 육제품에서 N-nitrosamine과 같은 화학  독성물질을 제거하는 흥미로운 결과가 보

고되고 있다. Ahn 등(2002)은 감마선 조사와 아스코르 산 첨가가 소시지의 발암성 

N-nitrosamine 괴  생성억제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보고하 다. 소시지에서 검출된 휘

발성 N-nitrosamine은 N-nitrosodimethylamine(NMDA)  N-nitrosopyrrolidine(NPYR)의 두 

종류로서, 장기간에 따른 함량변화는 표 4-IV-47과 같다. 감마선 조사 직후 아스코르 산 첨

가  비첨가 소시지의 NDMA 함량은 큰 차이를 보 는데, 아스코르 산 첨가구의 경우 5 

ppb 이하로 검출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포장방법에 따른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p<0.05). N-nitrosamine 형성을 최 화하기 해서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모델시스템 

소시지의 NDMA 함량은 첨가구에 비해 20～50배까지 증가하 다. 감마선 조사구의 NDMA 

함량은 비조사구와 비교할 때 유의 인 감소를 보 는데, 포장방법에 따른 함량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함기포장  진공포장구 모두 5 kGy 이상의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시 비조사구에 

비해 NDMA 함량을 약 70～10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4주 후 소시

지의 NDMA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아스코르 산 첨가구의 경우 함기포장시 감마

선 조사에 의해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p<0.05), 아스코르 산을 첨가한 소시지의 

진공포장구의 NDMA 함량은 10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시 조구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은 

함량을 보 으며 20 kGy의 선량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모델

시스템 소시지의 장 4주째 NDMA 함량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함기포장구는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 진공포장구는 20 kGy의 선량에서 유의 인 감소를 보

다. 제조 직후 소시지의 NPYR 함량은 아스코르 산 첨가구가 0～2.9 ppb로 낮은 함량을 보

는데, 감마선 조사구의 경우 NPYR이 검출되지 않았다. 한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았

을 때 NPYR은 약 10배까지 증가하 다.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소시지의 NPYR은 함

기포장시 10 kGy 이상의 선량에서, 진공포장시 5 kGy 이상의 선량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으며, 20 kGy의 조사구에서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4주째의 NPYR 함량은 증

가하 는데, 아스코르 산 첨가구의 NPYR은 함기포장  진공포장구 모두 감마선 조사에 의

한 향으로 비조사구에 비해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함기포장구의 경우 10～20 kGy의 조사

구는 NPYR 함량은 10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 유의 으로 낮은 값을 보 다. 아스코르 산을 

첨가하지 않은 모델시스템 소시지의 경우 진공포장구에서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한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Cassens(1997)의 보고에 의하면 재 미국 육가공 제품의 N-nitrosamine 함량

은 10 ppb 이하 혹은  검출되지 않는 추세이며 이는 N-nitrosamine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

되었던 1970년 보다 1/5～1/10 정도 감소한 것으로써, 아스코르 산의 최  허용량(55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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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  육제품의 가공공정 개선에 의한 상으로 단되고 있다. 한편 Park 등(1998)은 국내 

시  돈육 소시지의 NDMA 햠량을 조사한 결과 0.5～36.8 ppb 수 으로 그 함량이 비교  높

아 육제품의 화학  독성물질에 한 안 성 측면을 제시한 바 있다. Wiebicki와 

Brynjolfsson(1979)이 방사선 조사에 의해 살균처리된 베이컨 의 이미 생성된 N-nitrosamine 

함량이 감소하 다고 보고한 이래로, Fiddler 등(1981)은 30 kGy 의 감마선 조사시 베이컨의 

NDMA  NPYR이 완 히 제거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육제품에 

아스코르 산을 첨가할 때 N-nitrosamine의 형성을 억제할 수 있지만, 감마선을 용할 경우 

N-nitrosamine의 감소  제거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 된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기술은 식품의 미생물학  안 성 뿐만 아니라 화학  유해요소에 한 안 성 한 보장해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4-IV-감마선 조사에 의한 육제품의 N-nitrosodimethylamine (NDMA) 제거 기   

chromat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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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조사 축산식품의 양학  특성 고찰

 (가) 아미노산 조성 변화

  Yook 등(1998)이 시  우육, 돈육  계육으로부터 추출된 육단백질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아미노산의 

조성 변화를 분석하여 보고하 으며 그 결과는 표 4-IV-48～4-IV-49와 같다. 일반 으로 식품단백질은 가

공ㆍ 장과정에 있어 그 구성아미노산이 손상을 받기 쉽다. 특히 methionine이 가장 손상을 받기 쉬우며, 

lysine, histidine, tryptophane도 손상 받기 쉬운 아미노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00 kGy까지의 감마

선 조사로도 일반 식품가공ㆍ 장 공정에서 향을 받기 쉬운 tryptophane과 threonine, valine, 

methionine, isoleucine, phenylalanine 등의 필수아미노산 는 tyrpsine 등의 방향족 아미노산들의 변화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방사선을 육류에 직  조사하여 단백질을 추출한 후 아미노산 조성변화

를 검토한 결과, 표와 같이 육류에 직  40 kGy까지의 감마선 조사료도 아미노산 조성상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Yasumoto 등(1992)은 o-valbumin에 500 kGy까지 고선량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아미노

산 조성 변화를 검토한 결과 250 kGy까지는 아미노산 조성의 변화가 없었으나 500 kGy의 고선량 조사

군에서는 tyrpsine, lysine, histidine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육제품에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할 경우, 생성된 라디칼이 연쇄반응하여 

단백질분자가 고분자화 는 단편화되며, 조사에 의해 물 분자로부터 생성된 hydroxyl radical(OHㆍ)에 

의해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과 각종 결합이 생성될 수 있다. 결과 으로 건조 단백질식품 보다도 

수용액 혹은 고수분 함유 식품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변성되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사료된다. 

 (나) 지방산 변화

  Yilmaz와 Gecgel(2007)은 감마선 조사가 ground beef의 fatty acid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 으며 그 

결과는 표 50과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trans fatty acid가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Fatty 

acid는 C8에서 C24의 사슬길이로 되어있다. C16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는 주요 saturated fatty acid이

고 oleic C18:1과 linoleic C18:2는 주요 unsaturated fatty acid이다. Stearic aicd는  콜 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지 않는 반면 myristic은 상동맥질환의 주요인이며 palmitic acid보다 4배 높게 콜 스테롤을 

증가시킨다. Chen 등(2007) 한 감마선 조사가 beef의 fatty acid에 미치는 향을 연구하여 보고하 으

며 그 결과는 표 4-IV-51과 같다. 총 포화지방산(SFA)와 단일불포화지방산(MUFA)는 조사선량에 따라 증

가하 으며 MUFA/SFA의 비율은 변하지 않았다. 총 다가불포화지방산(PUFA)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감

소하 으며 그 결과 PUFA/SFA는 감소하 다. 



- 337 -

표 4-IV-48.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amino acid composition(%) of proteins extracted from 

meats 

표 4-IV-49.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amino acid composition(%) of meats



- 338 -

표 4-IV-50. Changes in the fatty acid composition and trans fatty acids of ground beef with the 

gamma irradiation doses

표 4-IV-51. Changes in fat content(mg/g) and fatty acid composition(%) of the total lipid(TL) fraction 

in beef with different irradiation dose(0, 1.13, 2.09 or 3.17) or storage time(0 day or 10 day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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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비타민

  다른 식품의 생화 방법과 같이 이온화 방사선 에 지는 일부 민감한 양소, 특히 비타민

의 수 에 향을  수 있다. 방사선 조사가 양소에 미치는 향이 식품조사의 에서 연

구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육류  가 류의 감마선 조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

며, 최근 이러한 주제에 한 결론이 발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육류  가 류에 한 감마

선 조사의 련문언에서 다량의 양소와 미네랄의 생체이용율  양가는 방사선 조사에 의

해 유의 인 향을 받지 않았다고 확인되었다. 동물성 식품의 유기  미량 양소  몇몇 비

타민 특히 돼지고기의 티아민 활성은 육류의 감마선 조사와 련된 문헌에서 실제로 장 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식이 원(보충제), 신선한 돼지고기 뿐만 아니라 가공된 돼지고기에도 

비교  많이 함유된 티아민은 비타민  방사섡 조사 혹은 열에 가장 민감하다. 돼지고기의 비

타민 B1에 한 방사선 조사의 연구가 Fox 등에 의해 보고되었다. 마쇄 돼지고기에 방사선을 

조사시켰을 때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리되지 않은 생육의 경우 10℃에서 1.68 

kGy 조사 후 티아민을 Technicon autoanalyzer로 분석한 결과, 11.2 μg/g에서 7.8 μg/g으로 

감소되었다(Fox et al., 1989). 티아민이 0℃에서 3.34 kGy 조사로 38.5%, -20℃에서 3.34 kGy조

사로서 19% 감소되었다. 3.34 kGy 조사에서 -20℃는 0℃보다 약 반정도의 티아민 감소를 보

다. 5 kGy 조사로 티아민이 -10℃일 때 35%, 10℃일 때 58% 감소되었다. 5 kGy 조사에서는 

-10℃보다 약 40% 정도 티아민의 감소를 보 다. 티아민 감소는 조사선량 뿐만 아니라 조사온

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0℃에서 6.65 kGy 조사로는 티아민이 64% 감소되었다. 

냉장 돼지고기는 상업  시설에서 3.34 kGy 이상으로 조사시킬 수 없으며, 이 자료를 기 로 

0～10℃에서 최  3 kGy 선량으로 조사시킬 때 35～40%의 감소가 상된다. 한 -20℃에서 

최  7 kGy 선량을 조사했을 경우 돼지고기에서 약 35%의 티아민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 상

되어진다.

  Fox 등(1989)은 감마선 조사된 마쇄 돼지고기를 내부온도 76℃에서 가열처리 후 티아민 함량

을 측정하 다. 52～72.28%의 수분함량 감소로 평균 37.28%(w/w)의 조리손실이 발생하 고, 

고기에서 11.2～12.3 μg/g의 티아민 증가효과를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 때문에 발생하는 조

리된 시료의 손실량은 다음과 같다. 10℃에서 5 kGy 조사시 69%, 상업으로 이용할 경우 냉동

에서 3～7 kGy 조사로 42.3% 이하가 감소되었다. 결론 으로 냉동 상태에서는 보다 높은 선량

이 용되어질 수 있다. Fox 등(1989)과 Thayer 등(1992)에 의해 유도된 식을 이용하여 0℃에서 

3 kGy 조사시 조리된 마쇄 돼지고기의 티아민 감소율은 44.4%가 상되며 평균 -10～-20℃ 온

도에서 최  7 kGy 조사로 약 50%의 감소율이 상된다. 즉, 드라이아이스, 기계  혹은 극

온 냉동을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에 략 -20℃이하로 떨어뜨리면 티아민 손실을 다소 감소

시킬 수 있다. 한 방사선 조사 때문에 발생되는 돼지고기 티아민 손실은 단지 분석 인 심

이고 돼지고기 소비자들의 양소 섭취면에서 안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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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조사 축산식품의 안 성 고찰

  Kim 등(1999)은 방사선 조사 육류의 안 성 확보에 한 연구의 일환으로 방사선 조사 쇠고기 섭취가 

간 발암과정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고자 3주령 Sprague-Dawley종을 사용하여 실험  간 발암 모델에서 

방사선 조사 유무나 조사선량(3 는 5 kGy)이 다른 쇠고기를 섭취했을 경우 암성 병변의 지표나 약물

사 효소계, 소포체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정도  막의 안정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여 보고하 다. 그 

결과 성장기간 동안 체 의 변화는 감마선 조사정도와 조사유무  발암물질 투여에 의한 유의 인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암성 병변의 지표인 GST-P 양성병소는 상외로 감마선을 조사한 군들이 비조사 

조군에 비하여 그 숫자나 크기가 감소하 으며 특히 3 kGy를 조사한 군에서 감소효과가 가장 컸다. 

지질과산화물은 감마선 조사유무나 조사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나, 발암물질 투여에 

의해서는 소포체의 TBARS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conjugated diene 함량은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약물 사효소  phase I reaction에 요한 역할을 하는 cytochrome P450 함량과 

NADPH-cytochrome P450 reductase의 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cytochrome P450함량은 발암물질 투여에 

의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한 효과는 없었다. NADPH-cytochrome P450 reductase

는 방사선 조사나 발암물질 투여에 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막안정성의 지표인 소포체의 glucose 

6-phosphatase(G-6-Pase)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방사선 조사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발암물

질 투여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일반 으로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이 증가되면 소포체 막의 유동

성과 안정성을 해하여 소포체 막부착 효소인 G-6-Pase와 약물 사효소계 등에 향을 주어 반 인 

간세포의 손상을 유도하여 발암을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4-IV-52. Effect of γ-irrradiated beef feeding on hepatic microsomal cytochrome P450 content and 

activities of NADPH-cytochrome P450 reductase and glucose 6-phosphotase in rats treated with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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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6-Pase 활성도는 막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암화과정이나 는 간 세포가 

손상되면 그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DEN 투여시에 그 활성도가 감소

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3 는 5 kGy의 감마선 조사를 한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동물의 간 

소포체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이나 cytochrome P450 system, 소포체 막의 안정도 등이 비조사 쇠고기를 

섭취한 군과  차이가 없음을 증명하 다. 더구나 간 발암과정에서 암성 병변의 생성이 감마선 조

사군에서 오히려 감소되는 효과가 찰되어 감마선 조사 쇠고기가 비조사 쇠고기에 비하여 암의 생성을 

억제할 가능성이 제기되어 이에 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Kang 등(1998)은 방사선 조사 쇠고기(5 kGy)를 상으로 유 독성  성독성 시험을 통한 안 성 평

가를 실시하 다. 감마선 조사  비조사 쇠고기 탁액의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에 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한 결과, 사활성계 도입  부재시 모두,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

험 용 농도인 0.1～8.3 mg/plate의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

지 않아 감마선 조사 쇠고기(5 kGy)는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한, 설치류 망상 구

를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된 쇠고기의 염색체 이상 시험을 수행한 결과, 감마선 조사 쇠고기는 시험 용 

용량인 1250～2500 mg/plate의 범 에서 소핵을 가진 망상 구의 출 율이 음성 조군과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아 소핵을 유발하지 않음을 확인하 다. 조사 우육의 성독성시험 시험결과,  기간을 

통하여 마우스 암수 모두에서 조사우육(5 kGy)의 경구투여시 폐사동물은 찰되지 않았으며, 체 변화도 

조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 마우스와 랫드 암수 모두에서 본 시험물질에 의한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임상증상이나 유의할만한 병변도 찰되지 않았다. Renner 등(1977)도 마우스와 랫드를 

이용한 골수의 염색체이상, 소핵, 골수  정원세포에서 조사식품은 자매염색분체교환을 일으키지 않았다

고 보고하 다. 

  Kim 등(1999)은 방사선 조사 우육의 안 성 평가의 일환으로 실험  간 발암모델에서 감마선 조사 쇠

고기 섭취가 동물의 항산화 비타민들의 양상태와 항산화 방어 효소계 활성도 변화에 미치는 향을 연

구하여 보고하 다. 체 은 방사선 조사 정도와 조사 유무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유의 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간 무게는 방사선 조사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며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서는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체 에 한 간 무게의 비율 역시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서 유의 으로 증가하 다. 청에서

의 비타민 C 함량은 방사선 조사에 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발암물질 투여군에서 유의 으로 감소

하 다. 청과 간의 α-tocopherol 함량은 발암물질 투여에 의하여 청에서는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간에서는 감소의 경향을 보 고, 방사선 조사 유무에 따라 비조사군보다 조사군이 약간 감소의 경향을 

보 다. 청과 간의 retinol 함량은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청에서는 유의 으로 증가하 고 간에서는 

하게 감소하 다.  간의 retinol 함량은 방사선 조사 정도에 따라 조사량이 많을수록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방사선 조사와 발암물질에 한 교호작용은 없었다. 간 cytosol의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도는 방사선 조사에 때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 다. 간 

cytosol의 glutathione-S transferase 활성도는 발암물질 투여에 따라 히 증가하 고, glutath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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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tase 활성도 역시 유의 으로 증가하 다. 두 가지 효소 모두 방사선 조사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

다. 간 cytosol의 superoxide dismutase와 catalase 활성도는 모두 방사선 조사와 발암물질 투여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방사선 조사 유무와 조사량의 차이가 단지 간의 

retinol 함량에만 향을 주어 방사선 조사량이 많을수록 간의 retinol 함량이 감소하 으나 다른 항산화 

비타민이나 항산화 련 효소계 활성도에는 별 향을 주지 못하 다. 따라서 쇠고기 조사에 사용된 5 

kGy까지는 동물 체내에서 큰 향을 주지 않아 안 한 선량으로 사료된다.

표 4-IV-53. Mutagenic effects of gamma irradiated beef at 5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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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IV-54. Effect of γ-irradiated beef feeding on cytosolic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 

reductase and glutathione S-transferase activities in rats treated with DEN

표 4-IV-55. Effect of γ-irradiated beef feeding on hepatic superoxide dismutase activities in rats treated 

with DEN

표 4-IV-56. Effect of γ-irradiated beef feeding on hepatic retinol, α-tocopherol contents and cytosolic 

catalase activities in rats treated with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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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ng 등(1999)은 30 kGy 조사 돈육의 유 독성시험을 통하여 감마선 조사 생육의 안 성을 연구하

다. 30 kGy 조사돈육의 S. typhimurium TA 98, TA100, TA1535, TA1537에 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조사

한 결과, 사활성계 도입  부재시 모두 시험 용 농도인 0.1～8.3 mg/plate의 범 에서 복귀변이 집락

수의 농도 의존 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한,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시험 

 설치류 망상 구를 이용한 소핵시험에서도 감마선 조사돈육(30 kGy)은 시험 용 용량에서 염색체이

상 유발능이 없었으며, 소핵을 가진 망상 구의 출 율이 음성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을 확인하 다. Brin 등(1961)의 시험에서 55.8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돈육은 rat에 84일간 투여하 을 

때, 장 alanine aminotransferase(plasma transminase)와 체 의 감소가 찰되었으며 이는 피리독신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어지나 FDA는 이 연구가 양학 인 실험으로 독성학 으로는 의미가 없다

고 단하 다. Malbotra와 Reber(1963)은 55.8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우육을 투여한 rat에서 출 을 

찰했으나 이 선량에서는 비타민 K가 괴되기 때문이며 우육은 비타민 K의 요한 공 원이 아니므로 

조사에 의한 비타민 K의 손실은 인간에게 요한 것이 아니며, 실험에서 rat에 투여한 사료자체에 처음

부터 비타민 K가 부족하여 출 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우육 의 독성물질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지방이 함유된 식품을 방사선조사하면 지방산이나 triglyceride의 carbonyl기에 존재하는 산

소로부터 자가 손실된 후, 지방산과 동일한 탄소수를 가지면서 2번째 탄소 치에 alkyl기를 

가진 고리화합물인 2-ACB(2-alkylcyclobutanone)류가 생성된다(Marchioni et al., 2004). 이 화합

물은 자연식품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방사선 조사식품 식품 지방이 많이 함유된 축산제품에서 

검출되어 방사선 조사식품의 검지를 한 지표물질로 사용된다(Zanardi et al., 2007). 

그림 4-IV-6. Chemical structure of 2-ACBs and effect of irradiation dose on 

the concentration of 2-dDCB and 2-tD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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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ience 등(1998)은 이 2-DCB를 사용하여 쥐와 사람의 장세포에 배양한 결과 독성을 일으

킬 수 있다고 발표하 으나 이 실험은 in vitro에서 진행되었으며 comet assay로 DNA damage

를 측정하 다. Comet assay는 그 방법상 “false positivie”를 나타내기 쉽기 때문에 결과의 신

뢰도가 낮다(Health Canada, 2003; Claxton et al., 1987). 독일에서도 Knorr 등(1999)에 의해 

2-DCB 독성이 보고되었다. 닭고기에 3kGy의 방사선 조사를 했을 때 닭고기 지방 1 g당 약 

1.5 μg의 2-DCB가 생성되었으며 60 kGy 의 고선량을 조사했을 때 닭고기 지방 1g 당 약 20 μ

g의 2-DCB가 생성되었다. 합성된 2-DCB를 체  kg당 1.12 mg 과 14.9 mg을 쥐에게 경구 투

여했을 때 장세포의 DNA 손상이 찰되었다고 보고하 으나 이 실험 역시 Delience 등

(1998)과 같은 실험방법을 이용하 다. 한 이들 연구에서 사용한 2-DCB의 양은 상당히 높은 

인 인 실험상의 용량이며 닭고기의 정 방사선 조사량은 3～5 kGy로 60 kGy로 조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 실제 닭고기의 방사선 조사 시 2-DCB가 생성되는 양으로 실험하 을 때 

DNA 손상이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2-DCB에 의해 쥐의 장세포에 손상이 나타나는 것은 

2-DCB의 과량투여로 인한 것으로 이 양은 실제 으로 방사선조사식품을 섭취할 때 섭취할 수 

없는 과량이다. 그리고 방사선 멸균된 동물사료에도 cyclobutanon이 존재하지만 이 사료를 몇 

세 에 걸쳐 쥐와 개에게 공 한 실험에서도 어떠한 유해성을 찰할 수 없다고 하 다

(Anonymous, 1999). 

그림 4-IV-7. Mictotiter plate setup for testing of 2-DCB in E. coli Trp reverse mutation 

assay. Three test plates were utilized per culture, WP2 (pKM101) or WP2 uvrA(pKM101), 

tested (n=3). Three independent cultures were tested per strain. Test compound 

concentrations induced the negative(solvent) control, 0.05 mg of 2-DCB, 0.1 mg of 2-DCB, 

0.5 mg of 2-DCB, and positive control(130 μg of MMS or 33 μg of 2-AA) per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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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mers(2003)은 Escherichia coli Tryptophan reverse mutation assay로 2-DCB의 유 독성을 

연구하여 보고하 으며 그 결과는 그림 과 표와 같다. 2-DCB(with or without exogenous 

metabolic activation)은 strains WP2(pKM101)  WP2 uvrA(pKM101)로 실험한 결과를 

Student t-test(n=3, α=0.05)분석하 을 때 trp E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아 유 독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Gadgil과 Smith(2006)은 palmitic acid에서 생성한 2-DCB를 female Sprague-Dawley rat에 구

강투여한 후 변, 소변  지방조직을 수거 후 분석하여 2-DCB의 사정도를 분석하 다. 

변으로 배출된 2-DCB양은 1.78±0.63 mg으로 총 투여양의 3-11%이었으며 지방조직에서는 총 

투여양의 약 0.33%인 0.08±0.01 mg이 검출되었다. 섭취한 2-DCB의 최  11%는 변과 지방조

직에 사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 으며 이는 2-DCB의 부분이 체내에서 사되거나 지방

조직보다 다른 부분에 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2-DCB는 DDT와 같은 bioaccumulation의 

우려가 없음을 의미하며 2-DCB의 상태로 장을 지나는 것은 최  11%임을 의미하여 

Delience 등(1998)이 제기한 장암의 험을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4-IV-57. Induction of mutation in the E. coli Trp reverse mutation assay with or without 

exogenous metabolic activation(5% S9 fraction) by 2-DCB

표 4-IV-58. Amount of 2-DCB recovered in the feces from day 3 to day 5 and percent of 

the total amount of 2-DCB administered (25 mg) (Total amount was averaged from 

duplicate extracts and a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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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련분야에의 기여도

 가. 최종 목표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단체 식 식품류의 생화와 단체 식의 안 공 으로 

식인성 질병의 획기 인 감소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

  ○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을 활용하여 집단 식 독 사고로부터 학교 식 등 단체 식의 생

 안 성을 확보하기 해 개발기술의 용, 련 규정/제도의 정비, 소비자 홍보 략 

수립/시행 등 실효성 있는 단체 식 용을 한 선행연구 수행

     - 방사선 기술 용 단체 식용 식재료 생개선 기술개발

     - 단체 식용 방사선 조사 식재료의 안 성 평가

     - 소비자 이해증진 략 수립/시행

나. 당해 단계목표  달성도

세부연구목표 주요 연구개발 실
가 치

(%)

연구목표 

달성도

(%)

비고

○ 단체 식용 식재료 생 
개선을 한 방사선 
기술 용 기반연구

- 단체 식 식재료별 미생물학  해도 분석
- 단체 식 식재료의 안 성 확보를 한 

방사선 조사효과 검증
-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 식재료를 이용한 

능평가
- 단체 식 안 리 체계 구축을 한 

방사선 조사기술 용방안 연구

35 100
실험결과 
보고서  

논문

○ 단체 식용 방사선 조사 
식재료의 안 성 평가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련 국내외 
연구 황 분석

- 세포독성 시험법 이용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 식재료에 한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20 100

실험결과 
보고서  

논문

○ 방사선 조사식품 수용성 
홍보 /인식제고

- 방사선 조사식품 홍보  교육을 한 
동 상 제작

- 학부모 상 교육매체별 단체 식  
방사선조사식품 인지도 조사

- 학교 식 양사  상 교육 매체별 
방사선조사 식품  인지도 조사

- 방사선 조사된 단체 식용 식재료의 
식품 양학  건 성 검토  개선 방안 
도출에 한 연구

- 방사선 조사된 축산식품의 식품 양학  
안 성 고찰

45 100
실험결과 
보고서  

논문

총계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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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과제 평가시 고려사항 는 기타의견

  ○ 본 과제는 지난 1, 2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97 - ’06)에 의거 개발한 ‘방사선 기술 

이용 식 독 방  식품류 안 공  기술’을 활용하여 학교 식 등 단체 식에

서 집단 식 독 사고를 방하기 한 제반 사항 즉, 식품조사 기술의 실증 용, 

련 규정/제도의 정비  소비자 홍보 략 수립/시행 등을 목 으로 3년 수행

기간(총연구비 30억원, 2007년도 8억원)으로 기획되었으나, 산상 어려움으로 축

소(‘07년도 2억원) 수행되었음

  ○ 그러나, 과제가 1년도 수행되기 에 단축/종료가 결정되어(‘07년 8월) 2, 3차년도 

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최종 목표를 완성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움 

  ○ 당해 연도 일반주부 상 설문조사( 한주부클럽연합 수행)에서 ‘방사선 조사식품

의 구매의사 표시는 원자력 산업의 지지“라는 결과가 도출되어 방사선 조사식품

의 연구개발이 비단 국내 식품산업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모체인 원자력 산업과도 

크게 연 되어 있다고 단됨

     - 제 4기 고  공무원단 후보자 연수학습 로그램 과제(방사선 조사기술을 활용

한 식 독 방 책)에서도 본 과제의 주제를 심층 연구하여 과기부 차 에게 

보고(‘07. 7. 16)하여 후속 조치를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본 과제의 단으로 완수하지 못한 최종 목표 달성을 한 정책  지원

과 실행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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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향후 활용 방안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을 입증하여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부처(보건복지부, 식품의

약품안 청)에 방사선 조사식품 품목확  등 건 성 허가 취득을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고선량 방사선 조사 기술을 식품산업  의료 산업에 용하도록 유도하며, 시험 생산 

 매를 통한 실용화  산업화 확 에 활용하고, 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 성 자료를 

홍보 자료제작 등에 사용함으로서 소비자 수용성을 지속 으로 증 시키는데 극 활용할 것

이다.

 나. 고려사항 (추가연구의 필요성)

   원자력(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방사선 식품공학 분야는 식품의 위생화와 안전저장/

유통, 가공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 집약적 분야의 하나

로 높이 평가된다. 

   한편, 유엔기구 주최로 열린 제 15차 식품조사기술 국제자문단회의(ICGFI) “조사식

품의 국제교역 절차와 관련법규의 조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선량제한 철폐를 제안하고 KODEX에 대하여 식품에 대한 고 선량 방사선조사 허용을 

권고하였다. 또한 최근 FAO/IAEA/WHO의 국제식품조사자문그룹(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 ICGFI)도 현재 한계 조사선량으로 설정

되어 있는 10 kGy의 선량을 폐지하고 모든 식품에 무제한적인 선량(기존의 허용기준

보다 10배이상)의 방사선조사를 허용해도 무관하다고 합의했다. 따라서, 세계 각 국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품목확대와 국제 교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주요 식품교역 상대국들도 식품에 대한 고 선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식품에 대한 고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실시 될 예정

에 있으나, 고선량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관심과 의구심이 높아질 것

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식품 및 의료/제약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성공적으로 실용화시키기 위

해서는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 중인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염려 

및 의구심을 과학적으로 해명하여 소비자 이해 및 수용성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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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고선량 조사식품의 안전성 평가연구가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

야 한다. 현재 장기보존식품과 특수식품을 위한 용도로 일부품목인 죽제품과 곡류분말

을 대상으로만 고선량 조사의 안전성이 평가되었다. 이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향후 

더 다양한 품목과 용도의 식품개발을 위해 고선량 방사선조사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국제적으로 건전성이 공인된 품목의 경우에도 국내 실용화

를 위해서는 국내의 안전성 평가 연구결과를 소비자에게 제시하여 재인식하도록 하여

야 한다. 아울러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안전성(건전성)평가와 관련된 홍보자료의 개발

도 이루어져, 식생활 속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국민적 이해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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