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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언구는 점차 중가하고 있는 수출입 식품의 생물학적， 회학적 위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FTA (DDA) 대비 수출입 식풍류 품질보증올 위한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기술에 관한 국 

내법규의 국제적 기준설정 및 적용 방안 확럽하기 위해 수행됨 

。 국제 방사선 식푼조사 현황l 조사식품의 수출인 동향 및 식품 검역처리 자료 확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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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문/세미나 개최 및 국제기구를 통해 관련 최신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 

。 국내외 수판입 식푼류의 검역관리 채계 운석올 통해 SPSj TßT 해소 및 CODEX 기준에 부 

합하는 국내 표준(SOP) 설정하고， 협력국간 표준화를 위한 공동연구륜 수행하였으며， 최종 

작으로 팍내 실갱에 적합하고 WTOj FTA 처| 제에 부합하는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표준지 

침시(안)름 마련힌 

。 이상의 결파는 주요 교역대싱 국가간 혐럭연-f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전역처리 기 

술로시 균세 식량괴익에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망사선 조사기술의 활용을 풍해 수출 

엮 식풍류의 안싱적인 교역과 국가간 부믹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건깅과 관련산엽 선진화 

[ 에 기여할 것으로 지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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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수출입 식품류의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기술의 표준화 방안 연구 

I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 WTO/FTA 대비 국가 식량자원의 안전 확보와 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시 

대를 맞아 주요 교역국의 화학훈중제 사용규제 및 대체기술로서 방사선 조사기술 

의 휠용이 접차 증가함에 따라 무역기술장벽 (TBT) 및 동식물 검역관리 (5PS)에 대 

비하기 위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진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표준안이 필요함 

。 현재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 방사선조사 검역관리 기준을 선진화/표준화 

하여 수출입 식품의 엄격한 검역관리를 통해 유해 유기체로 발생되는 식품의 직 

간접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고/ 국내 수출 식품류의 검역관리를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도 증가로 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함 

。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식품의 위생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 

고 있고/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불안을 해소시키며/ 엄격한 품질 

규격을 준수히기 위해 국가적인 관리를 위한 식품공전의 개정/보완과 국제규격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사선조사 검역처리 표준(안)이 요구됨 

ID.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O 주요 교역국의 방사선 조사 실용화 실태/ 검역관리 기준 규격 확보 

- 미/ 중， 인도， EU 동 주요 수출입 교역국의 조사식품 현황 분석 

- 각국의 검역관리 실태 파악 

- 검역관리 표준회 를 위한 국제 연구혐력기반 조성 

C 국제기준(CODEX)애 맞는 망사선 조사 검역처리 표준 지침서 (50P) 발간 

5PS/TBT 해소 및 주요 교역식품군에 대한를 위한 국내 표준(50P) 설계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SOP 설계 및 협 력국간 표준화 공동연구 

- 국내 실정에 적합히고 WTO; FTA 체제에 부합하는 방사선 조사 검역핀리 표준지침서 

(안) 마련 



연구개발 동 

N. 연구개발결과 

식품조사 현황/ 수출입 동향/ 국제시장 

향 퉁 방사선 식품조사 및 벙사선 조사 검역기술 관련 최선 정보 수집/분석과 검 

규모I 국내외 국내외 방사선 O 

표준화를 위한 국제 연구협력기반 조성 역관리 

조사기술의 

이용 전망 퉁 국제 농산물 검역환경 변화 분석 

- 국제기구 (CODEX, JPPC, WHO 퉁) 및 주요 농산물 수출입국 (미국， EU, 중국y 

인도/ 호주)의 수출입 식품류 검역에 관한 방사선 조사처리 기준 분석 

방사선 검역에서 샘
 

농
 

q .l 
7< 검역활용 사례 수출국의 농산물 주요 

조사기술 이용 식품 안보와 안전성 확 한 · 중국 둥 국가와 방사선 - 한 인도 및 

운영을 위한 공동연구 추진 합의 

국제기준(CODEX)에 맞는 방사선 조사 검역처리 표준 지침서 (SOP) 발간 

- 국내외 수출입 식품류의 검역관리 체계 분석을 통해 SPS/TBT 해소 및 CODEX 

표준(SOP) 설정하고， 협력국간 표준화를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교역 시범사업 보및 

。

공동연구 위한 

체제에 

국내 기준에 부합하는 

수행하였으며， 

는 방사선 조사 

부합하 WTO/FTA 

표준지침서(안)를 발간함 

최종적으로 

검역관리 

를 

v .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 조사기술을 식품류 수출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가 검역관리 시스템에 

식량자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활용， 국내 원 

우수성 홍보， 국제공동연구기반 조성 빛 연구사업 활성회 

대비/국가 적용힘으로 WTO/FTA의 

자력 기술(방사선기술)의 

에 활용할 수 있음 

。

유해성을 해 

시스댐에 활용 

수출입 식품의 생물학적/ 화학적 

검역관리 지침서 제안으로 국가 검역관리 

식량교역에서 WTO/NR 대미 국제 

소할 수 있는 표준화된 

。

수립히고 효융적으로 국가 식링: 안보게획을 꽁규·유통으로 식링:지원의 안정된 。

수급계획에 활용 

식푼 방사선 조사기술 우수성 홍보성 

운영할 수 있는 국가 식량자원 중장기 

동북아 "-’ ̂ 홍보 식품생명공학분야에서 국내 。

기술 선도국으로 위상 정립 

한 · 인도 및 한 · 중국 등 국가간 원자력위원회 의결 사항 후속조치 

‘윈시-력의 평화적 이용음 위한 한 · 중 공동기술협력체계 구축’ 협약('03. 10) 중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식퓨 안보와 안전성 확보” 공동연기L블 위한 사료 지l 공 

- 11 -

시행에 활용 。



SUMMARY 

1 . Project Title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Es tablish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잉꺼 for 

Quarantine Management of lrradiated Foods in International Trade 

II. Justification and Objectives 

。 Since irradiation technology has been widely used to replace chemical 

fumigant to ensure food safety under WTO/ FTA systelll, advanced SOPs are 

required for quarantine management, resolving Technical Barrier to Trade 

πBT)， and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 

。 DOlllestic irradiation standards for quarantine should be s tandardized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and to Illinilllize econolllÍC losses frolll trade frictions 

Moreover, the increase of irradiation technology application for quarantine 

purposes Illay activate irradiation related industries. 

。 Because public awareness levels for food sa fety have been grown, and trade 

friction among nations need to be decreased, SOPs for quarantine management 

of irradiated foods should be established 

ID. The Scope of the Project 

。 Survcy of thc current status of irradiation application in member states and 

dcveloplllent of SOPs for quarantine management 

Analysis of the current s ta tus of irradiation industry for food s in the U.s, 
China, Jndia, and others 

Invcstigation of quarantinc managcment in cach country 

Development of intem at ional coopera tion to harmoni zc a quarantine 

manage1l1cnt a1l10ng me1l1 ber sta tes 

。 Publication of SOPs for quarantine manage1l1ent agreed with CODEX standards 

111 



- Establishment of SOPs to resolve SPS/TBT 

- Establishment of SOPs and building cooperative researches among member 

states to develop the regulations agreed with CODEX standards 

- Preparation of SOPs corresponding with domestic conditions and WTO/FTA 

system 

IV. Results 

。 Development of SOPs through various research activities such as building 

international cooperations, and analysing current status of food irradiation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s, export and import, international market 

size, and of R&D 

- Analysis of examples for quarantine management in agricu ltural product 

exporting countries and use of irracliation technology for agricultural product 

quarantine, and changes in international quarantine management 

Analysis of SOPs for food irradiation quarantine in international 

organizations (CODEX, IPPC WHO), U.s, EU, China, lndia, and Australia. 

- Collaborative researches of lndia/Korea and China/Korea entered into an 

agreement for market trials 

。 Publishlllcnt of irradiation quarantine Illanagelllent SOPs agreed to CODEX 

standards 

Collaborative researches for quarantinc Illanagelllent, avoiding Technical 

Barricr to Trade (TBT) , and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 were 

conductcd , and advanced SOPs agrecd with WTO/FT A system were 

publishcd 

V. Application of Research Results 

。 The results frolll this research can be useful in WTO/FTA systelll, long-terlll 

food supply pr。망’am ， publicity activitics for supcriority of atomic cnergy 

technology, and bui lding international co llaborativc rescarch and rescarch 

activation 

IV 



。 Application of the results in national quarantine system which may lead to 

resolve biochemical and chemical ri sks in agricultural product trade under 

WTO/NR system 

o These results can be used in establishment of long-term food supply plan and 

national food security pro망am 

。 TIle res비 ts from this pr이ect can be used in publicity activities for superiority 

of food irradiation technology to be a the technology leading country in 

Noth-East Asia 

。 The decision from Atomic energy committee of lndia/Korea and China/Korea 

was used for follow-up measures 

- The results were provided to collaborative researches for use of irradiation 

for food security and safety, which is belong to the Collaborative Agreement 

between Korea and China for Peaceful Use of Atomic Energy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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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 개요 

제 1 절 연구 추진 배경 및 펼요성 

1. 추진 배경 및 목적 

식품산업의 고도화 및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안정공급， 위생적 생산， 효율적 제조공정/ 안전저장 및 유통을 위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식품 

의 위생화 기술로서 방사선 조사기술은 1차 세기} 대 전을 전후하여 미국과 유럽에서 연구되기 시 

직하여 1980년대 상용화가 이루어 졌다 상용화와 함께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 

(FAO), 국제원자력기구(IAEA) 동 국제기관에서는 기술의 건전성과 안전성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 

고 폭넓게 연구하여， 1999년에 방사선 조사식풍의 안전성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WHO, 1999; European Commission, 2002). 1964년부터 FAO;IAEA join t Division에서는 식품과 

농업분야에서 원자력 기술의 활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UN FAO는 식품의 영양과 안전 

성을 향상시킨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통해 국제적 기아와 빈곤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IAEA는 원자력의 평화로운 사용을 권장하고 원자력 기술을 지구촌 건강과 행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관능적 품질에 큰권장하를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오염과 식풍 유래 병원성 미생불， 유해 곤충을 제어하여 식품의 질과 안전성올 상숭 

시키는 몇 가지 기술 중 하나이다 방사선 조사기술은 크게 3가지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식 

품의 저장성 연장과 생물학적 식중독 예방/ 가공공정 개선 및 품질개선， 그리고 의 평식량교역에 

서 검역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CFI A， 2002) 식풍을 포장한 상태로 연속 평가 가능하여 살균 

평식후 재포장에 따른 2차 오염의 망지， 평시 온도의 장하가 적어 냉장/ 냉동식품에 대한 살균의 

용이성/ 화학 훈증 살충방법으로 인한 을 권파괴와 잔 유유해생분의 문 평해결과 함께 고에너지 

효융의 장점을 갖고 있다(Thayer et a l., 1994) 반면에/ 광산화 촉진으로 인한 지방 산페와 조직의 

연화 등으로 인한 관능적 품질 저하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로 나타났다(Jo et a 1., 1999) 또한， 

낮은 소비지 수용성 문제도 여전히 산엽 활성화에 큰 장벽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국가 간 식품과 농산물 자원의 교역이 활말해점에 따라 방사선 기술의 활용도 커질 것 

으로 전망된디 WT。에서는 ]986년 Canada Montrea l에서 개최된 UN 환경모호위원회에서 동식 

뀔위생검역치리절차(Sanitary and Phtosa nitary Mcasures, SPS)의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Methyl bromide 퉁 화학훈증제륜 대체할 기술로서 방시산 조사기술의 사용을 권고히고 있다 

(FAO; IAEA) 이에 따라 곡류， 과일/ 야채류와 같은 농산물의 식볼검역윤 주관하는 국제식물겁역 

위원회 ( 1 PPC)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해충류의 안전한 점역핀리를 위한 지침서듬 발간 



하여 각국에 배포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국의 규정을 정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IPPC 2008) ‘ 이러 

한 국제적인 환경변화에서 2007년부터 인도는 방사신 조사한 mango름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 

하였고 그 양은 약 157톤 정도였으나， 2008년에는 275톤이었다 미국의 mango 소비량은 약 25만 

톤으로 방사선 조사된 mango의 수출량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게다가 적은 양의 조사된 파파 

야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뉴질랜드로 2008년에 수출되었고， 300 톤의 오스트레일리아 망고가 

2004년부터 수출을 진행하고 있디 2008년 현재 베시코，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베트납 퉁 20여 이 

상의 국가가 농산볼 수출을 위한 유해 해충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를 채택하고 미국 둥 

선진국 시장진입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www.webetc.i nfo) 

이와 같은 국제 통향에서 대한민국은 주요 농산볼 수입국으로서 방사선 조사된 농산물의 국 

내 유업에 대한 준비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방사선 조사된 열대과일 동 

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열대과일이나 신선 농산물이 

수입되어도 유통될 수 없기 때문에 수출국은 규정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 무역의 자유 

화 경향에서 심각한 통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WTO는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Technica l 

barriers on Trade, TBT)을 보복관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자유무역주의협정(Free Trade 

Agreement, Ff A)에서 반드시 철회하여야 할 헝목으로 분류하고 있다(WTO) 국내 농산물 수출에 

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 특히， 농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으로 적은 규모이지만 국내산 농산풀이 수출되는 상황에서 수입국의 겁역 기준을 만족시키 

는 것이 무엿보다도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WTO, IPPC, WHOj FAO 동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방사선 조사기 

술을 활용한 국제 농산물 교역의 안전 검역관리 국세기준 표준화 활동올 이해하고 201 5년 이후 

본격적으로 이용이 급증할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기준에 대웅할 국내 기반 마련을 위한 지료로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식품 및 간접식품(사료)의 위생화와 안전 검역지리는 WTOjFTA 체제에서 국가간 식덩교역 

으로 발생하는 무역 분쟁올 해소항 수 있게 한다- 시금까지 국제 식품교역에서 이용되어온 냉 

동/냉장， 화학약품(보존제， 훈증제 풍) 처리 둥은 지리효과/ 비용/ 선진성， 환경공해 동 많은 문 

제점이 지직펴띤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점차 제한을 받고 있다 최근 식츄의 안전성에 대한 소 

비자의 관십이 고조됨에 따라， ...ul역시 삭풍에서 기인되는 질병의 에 l앙파 위생적인 식품의 공급 

기반 확휘을 위해 새로운 검역관리 기술의 도엽이 신역당국과 산엽겨l 로부터 시규히 요f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운세점을 해걸히기 위한 일환으로， 방사선 조사기술븐 이상 제풍의 위생화와 안 

천자상/유통1 가공세풍의 안진성 헝상/ 세조공정 개신에 효과적으로 훤용인 수 있는 시숭 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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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분야의 하나로 국내외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특히/ 식량자원의 교역이 큰 미국과 중국 

및 방사선 조사 교역 우선품목인 향신료 동을 수출하는 인도와 우리나라 가공식품의 수입국인 

EU에 대한 식량교역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국가간 교 

역을 원활히 하고 수출입 식품류의 위생화 및 안전 유통을 위한 연구개발 및 안전 교역을 위 

한 검역기술 표준(안)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특히 wrOjFfA(DDιA) 체제하의 국제 식 

량교역에 대비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기술적 성숙과 Codex 둥 국제 규정에 맞는 국내 법규 확 

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관련분야의 기술력은 애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t 산업적 실용화는 매 

우 저조하며， 국제적 기준을 맞추기 위한 국내 관련 규정도 정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방사선 조사 

식품의 국제적 실용회를 위해 미국 동 기술 선도국과의 국제협력 기반조성을 통해 직 · 간접적 경 

험을 확보하고 관련 국내법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향후 수출입 식품류 교역 

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기술에 관한 국내법규의 표준화 

에 기여할 것이다. 

가. 기술적 측면 

口 국가과학기술지도(TRM)와의 연계성 

비전과목표 발전방향 전략제품 · 기능 미래사회 니즈/이슈 

주 체 개인(A) 

니 즈 

국가안전 및 식량안보 안전하고 안정적인 대분류 건강한 삶 (A 11 
위상제고 자원보존 식량확모 소분류 안전한 식품과 제품 (A 14) 

세부 식품의 안전성 확보 (A 14 11 
환경위해성이 없는 식풍과 제품 (A143) 

WTOjFTA 대비 국가 식량에너지 안전획보 및 식품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 시대를 맞아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가공윈료의 안전공급l 위생적 재품생 산/ 효융 

적 제조공정/ 안전한 저장/유통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오늘날 식훔의 국제적 위생화 방법에 

이용되고 있는 식품위해중점판러시스탱 (Hazard Analysis Critica l Control Poin t, HACCP)에서 

인증펀 공정이 간편하고 처리효과가 확실하며， 안전하고 산엽적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무공해 

위생화 기술 개 딸이 필요하다 화화보존재에 의존히고 있는 국가간 교역식량의 유통 저장기술 

에 대하여 품질 및 우l 생 안정성이 획보된 새로운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국제식량교역에서 선진 

국 및 주요 교역국의 Methyl brolll idc(McBr) 사용규제 및 대제기술 개발 추세에 부응하기 위 

하여 국내 수출입 농수산툴에 적용할 수 있는 위생직 데채기술로서 방사선 이용기숭의 개발이 

필요하디 

q 
u 



나. 경제 ·산업적 측면 

현재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국내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기준올 선진화/ 표준화하여 수 

출입 식품의 엄격한 검역관리를 통해 유해 유기체로 발생되는 식품의 직간접적 경제적 손실올 

최소화 하고， 국내 수출 식풍류의 검역관리를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활용도 증가로 관련 산 

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국재 식량교역에서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화학약품 처리는 건 

전성과 환경공해 측연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세계적으로 사용이 점차 제한을 받게 펌 

문제핵심 

위생화 

있고 

용이하기 

갑마선 조 

에 따라 안전성과 실용성이 공인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검역 및 교역분쟁의 

분야에 대한 대체기술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시설은 식품 빛 간접식품의 

와 가공·저장에 활용되고， 제약보건관련산물의 멸균 퉁 산업적으로 다용도로 활용될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중가하고 있으며1 또한 언제든지 조사시설의 이용이 

때문에 국내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확대를 위해 필요시 된다(현재 국내에는 2기의 

사시설이 상엽적으로 가동 중에 있음) 

-'
T 

식품은 병원성 유기체 (viruses, parasites, bacteria), 화학약품 (살충제， 중금속， animal 

additi ves) 또는 다른 유해한 특성올 가지는 물질에 의해 오염되어 소비자의 건강위험을 유발 

시킬 수 있어， 수출국 및 발생국 모두에게 심각한 경제적인 부담을 갖게 한다 WHO의 보고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15억 정도의 인구가 세균성 설사를 경험하고， 개발도상국의 경우 

5살 이하의 어린이들의 약 3백만명 정도가 식풍유래 질병에 의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sa lmonellosis, campy l obacteriosis와 C. coli 0157:H7에 의한 감염과 같은 식중독 

의 증가가 지닌 수십 년 동안 계속 보고되고 있디‘ 이러한 오염 냉원체들의 유입이 수입식품류 

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으로 역학조사결과 발견되었디 따라서， 수출입 식품의 엄격한 검역 핀 

리플 통해 유해 유기체로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씌소화 하여야 한다 

다. 사회 · 문화적 흑연 

국민의 식훔 안진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유풍되는 식품의 위생적 측면이 더욱 중시 

되고 있고， 국가간 무역 분쟁으로 야기되는 사회직 불안을 해소시키며/ 엄격한 품질규격을 준 

수하기 위해 식풍교역에서 방사신 조사기술의 활용이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팍가직언 관리 

른 위한 식품공전의 개정/보완과 카재규격과 일지시킬 수 있는 표준 검역처리(안)이 핀요시 되 

고 있다 최근I 신진국에서는 식푼 및 보건관련 산염에시 방사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적인 

세계직 시장개방화에 대 "1 한 검역핀리 시술확보에 적극 노역하고 있음3 망사선 생산과 

을 이용한 

고 있다 

재푼 

식품/의료 · 제약 산염에시 조시 기술의 증요성과 개발 삭제펙븐 충분히 뒷 U!L침 해주 

식품 및 보건관련 화학훈증제 [ethy lene oxide(EO) , 

웅은 환경공해I -{1 싱상해， 유해뭉섣 생성 및 잔뷰 둥 많은 푼 

사용되어온 상균 - 살충에 산불의 

Meßr 등)， 화학정가불(방부재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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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점을 내포하고 있어서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일부는 이 미 금지되었거나 점차 금지될 전망이 

고 국가 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 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에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성이 

중대되고 있다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및 보건관련 산물의 위생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고 있다 따 

라서 식품가공 원료 및 제품에서 기인되는 질벙예망과 위생적 제품생산 기반을 확립하여 국민 

보건 향상과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식품 및 보건관련 산물의 위생화 기술개발 

이 필요시 된다 유엔기구 주최로 열린필요원웹2년 제 ]5차 식품조사기술 국제자문단회의 

(Intem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lrradiation: TCGF1) “조사식품의 국제교역 절차 

와 관련법규의 조화를 위한 워크숍”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선량제한 철폐를 제안하고 

Codex에 대하여 식품에 대한 고선량 방사선조사 허용을 권고하였다 이러한 국제 환경변화에 

따라 세계 각국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품목확대와 국제 교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 우 

리나라의 주요 식품교역 상대국들도 식품에 대한 고선량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 

선 조사식품의 증가에 따른 국가적인 관리를 위한 식품공전의 개정/보완과 국제규격과 일치시 

킬 수 있는 표준 검역처 리(안)이 필요시 된다. 

제 2 절 연구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WTO/FTA 대비 국내 수출입 식품류의 방사선 조사 검역처리 기준 표준화 및 

선진화로 국가간 교역분쟁 해소를 위한 국내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C 식풍의 땅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수출입 식 품류의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표준화 연 

구” 과재의 수행을 통하여 점차 중가하고 있는 수출입 식품의 생불학작， 화학적 위해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협력 기만조성 사업블 수행하여， 

c 주요 교역대상 국가간 협력연구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과적 인 검역치리 기술로서 국제 식 
량교역에서 그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맘사산 조사기술의 활용을 통해 수출입 식품류의 

알절짚요1 Ji!.염과 국가간 무역 분쟁음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관련산업一선진화를 그 목 

표로하였다 

ζ
 
J 



2.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주요 교역국의 방사선 조사 실용화 실태， 검역관리 기준 규격 확보 

1) 미， 중/ 인도， EU 동 주요 수출입 교역국의 조사식품 현황 분석 

2) 각국의 검역관리 실태 파악 

3) 검역관리 표준화를 위한 국제 연구혐력기반 조성 

냐. 국재기준(CODEX)에 맞는 땅사선 조사 검역처리 표준 지침서 (SOP) 발간 

1) 주요 교역식품군(과채류， 향신료， 곡류， 가공식품류)의 SPSjTBT 해소를 위한 국내 표준 

(SOP) 설정 

2)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SOP 설계 및 협력국간 표준화 공동연구 

3) 망사선 조사 검 역관리 표준지침서(안) 발간 

3. 추진전략 및 방법 

가. 기술정보수집 

1) 본 연구와 관련된 국제기구(FAOjJAEA RCA, CODEX) 및 주요 교역대상국과 기타 연구 

기판을 통한 기초/최신 자료， 산업화 관련자료 및 기술정보 수집 

나. 전문가 확보 

1) 연구욕표 및 내용에 따라 국내 검역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염채 전문가 확보/자문 

2) 증균/ 일본 풍 망사선 조사 식풍류 주요 연 규기관 전문가 초정 수출인 식풍 검역관리 기 

술에 대 한 자문/세미나 개최 둥 정보 교류 

다. 연구개발 추진빵엠 

1) 작내 수출엮 식풍류의 검역관리 제개 파악， WTOj FrA 치l 제에 맞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김억핀리 표준(안) 마련 

2) 국내외 전문가， 산엽체 실무자블 확보하여 기술자문， 세미나 새최로 관렌 사료 수집 

3) 주요 교역국가， 국제기구에 과제윈블 파견히여 현지 실태 조사 및 최신 정보 수진 

4) 차후 김역:r1， 리 신진화를 위한 국세공농연f시민 조성 및 인직 인프라 확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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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개발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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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2 JC I
c> 국내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 

1.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이해 

가. 방사선 특성 빛 사용선원 

방사선은 방사성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a(알파)， ß(베타)， 'l(감마)선 외에도 기계적으로 발 

생되는 X선/ 전자가속기에서 나오는 전자선(electrons)， 원자로에서 만들 수 있는 중성자선 퉁이 

있다 이들 중 X선과 감마선은 매우 짧은 초단파장이고 높은 에너지륜 갖는 전자기파이다 이 

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있는 mJcrowave나 라디오/TV전파， 자외선I 가시광선r 적 

외선 통과 같은 법주에 속한다 

식품에 대한 망사선 조사는 넓은 의미에서는 팡함성t 천일건조1 숭불구이， 전기구이， 마이크 

로웨 이브 가열， 자외선 살균， x-선/전자선/간마('i)선 조사 둥 모든 형태의 방사선 조사를 포함 

하게 된다 그러나 전문적 의미에서 食펴!원g↑ (Food lrradiation)란 초단파장의 감마선/ 전자선， 

x-선을 이용한 식풍처리를 말한다 즉， 식품조사 기술이란 식품 또는 식품재료를 본래 상태에 

가깝게 

정시간 

보존하거나 위생적 풍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특정 방사선 에너지를 피조사체 식품에 일 

노출시켜 살균， 살충， 생장조절/ 물성개선 동의 효과를 거두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하게 

방사선 에너지는 식풍을 통과할 때 툴질의 윈자나 원자단， 분자 동을 전리시켜 이온을 생성 

되며， 이러한 성질을 지닌 방사선을 전리방사선(ioni zing radiation)이라 한다 감마선， x
선， 전자선/ 자외선(UV) 퉁이 전리방사선에 포함되며/ 현재 판린 국제기구(FAO/WHO/ I AEA) 

와 Codex 국제식품규격위윈회에시 안전하게 식풍조사에 이용된 수 있다고 밝힌 망사선은 감 

마션， 전자선 및 x-선이다 

식품조사에서 피조사처1 식픔에 대한 방사신 조사량은 국제단위끼 (51 )의 방사선 홉수선량 

(absorbed dose)으로 나타내여， _2 단위는 Gy(gray, _1 레이)가 사용된다 (1 Gy = 100 rad = 1 

jou le/kg). 1 rad(radiation absorbed dose)는 피조사채의 종류에 괴개없이 물질 1 g딩 100 erg 

의 에너지할 흉수하였을 때륜 의미한다 식품조사에서 조사량의 단위는 홉수선량으로 rad가 사 

용되었으나 현재는 Gy가 시용되고 있디 

식품조사에 이용휠 수 있는 망사선 에너지의 늑-싱블 살피보1꺼 현재 이용쉰아 가장 높은 감 

마선의 경우 우수한 투과력음 

톤 수 있어 

살균， 살충 효과름 거 

없다 진자가속기 (e l ec tron 

식용냄위가 제한되지만 곡 

포장된 상태에서도 

위험이 

지니끄 있어서 식품이 

새~장에 연속시리가 가능하고 따른 2사오연의 

acce lera tor)에시 말생되는 전사신유 간마선에 111 해 누파력이 약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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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육류 퉁의 표연살균에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전자선은 에너지 발생이 전원에 의해 조절되 

고 공정제어/ 신속성/ 에너지 효융성， 소비자 수용성 동의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므로 미국 동 

선진국에서는 전자선의 이용 연구 및 실용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x-선은 전자선으 

로부터 전환되는 에너지의 발생효율이 낮아 실제적으로 이용률이 낮다 

나.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 

식품조사 기술은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으로 근채류 농산물(감자， 마늘， 양파， 밤 둥)의 발 

아 및 발근 억제， 과일 동의 숙도지연， 식품의 부패균/병원균 사멸 퉁과 같은 식품의 저장성 

및 안전성을 중진시키는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작용기직은 직접작용설 

(direc t theory), 즉 표적설 (targe t theory)과 간접작용셜 (indirec t theory)로 설명 된다 먼저 직 접 

작용설은 생물체의 세포나 그 밖의 표적물질에는 방사선에 대해 감수성이 높은 부분(DNA 동) 

이 존재하므로 여기에 방사선 에너지가 직접 유효한 전리작용을 일으켜 생물학적 효과를 가져 

온다‘ 간접작용셜은 생채 내에 세포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물이나 전리 생성물(이온이나 유리기 

동)이 2차적으로 세포생활에 필요한 물질 또는 그 구조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간접적으로 생 

플학적 직용을 나타내는 학설로 설명된다 일반적으로 식품 및 생체에 대한 방사선의 작용은 

이상의 두 가지 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피조사체 식품의 수분함량 

(건조상태)， 생리적 상태(숙도， 저장기간)， 공존물질， 조사 시 온도/ 조사시 환경(산소 존재 여부) 

퉁에 의해 방사선의 생물학적 작용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l 방사선 식품조사는 에너지 소요량이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2.5 kGy 조사시 

21 kJ/kg의 에너지가 소요되는 빈면， 가열살균， 조리 (93 "C ), 냉동(-25 'C', 3.5주) 및 냉장(O 'c， 5.5 

일간) 가공은 각각 918 kJ/ kg, 25558 kJ/ kg, 5149 kJ/kg 및 157 kJ /kg의 에너지가 소요된다 

방사선 조사식풍은 비 열처 리 (non-therma l trea tment), 냉온살균(cold pasteuriza ti on) 가공법으로 

치리식품의 내부온도 상숭이 거의 없어 식품의 볼성/ 영양 및 관능적 퓨질의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디 즉， 10 kGy 처리시 비열이 불과 동일한 정우 2.4 "C 정도의 낮은 

온도상숭이 일어나 냉장， 냉동식푼의 위생화 처리에도 아주 적합하다 

다. 활용냄 위 

(1) 망사선에 의한 미생왈 살균의 구분 

식품의 방사선 조사가 기존의 살균 기술에 111 하여 식품고유의 뜩성변화플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는 하지만 조사선량， 식품의 종류 둥에 따라 어느 정도의 푼질변화가 수반 

되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세이하고자하는 대상 미생플/ 제어 수준r 식퓨의 특성 둥에 따라 

조시선링을 조절히여야 한다 망시신에 의한 식츄 내 미생뭉 살균은 그 꽉적에 따라 1 ' 망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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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살균(Radapperti zation) ， (2J 방사선 병원성 미생물 살균(Radicidation) ， @ 방사선 부분살균 

(Radurization)으로 구분한다 각 살균의 개 염 을 정 리 하면 다음과 같다 

(가) 방사선 완전상균(Radappertization) 

Bncillus속 및 Closlridi /l lll속 동의 내생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을 정도로 

완전 살균하는 처리로서 30-50 kGy의 고선 링 조사가 필요하다 통조림 식품과 병원 환자용 

무균식품/ 우주인 식풍， 특수스포츠식풍， 실험동물용 무균사료(SPF 또는 Germ-free 사료 둥)， 

의약품， 의료용품 및 식품의 포장재료 둥의 살균에 적용된다 

(나) 방사선 냉원성 미생물 살균(Radicidation) 

식품에 오염원 식중독균/ 경구전염병균 풍의 병원성 미생물을 1.0 - 10 kGy 조사신량 범위 

로서 사멸시키는 방법으로 주로 위생화를 목적으로 실시되며 세계적으로 실용화가 가장 활발 

한 예이다 

(다) 방사션 부분살균(Radurization) 

방사선에 의해 대상 식품의 일반 오염미생물의 생균수를 감소시켜 보존기간 또는 냉장기간 

올 연장시키는 처리로서 0.5 - 10 kGy 정도의 방사선 조사선량이 요구된다 

(2) 활용 현황 

식품산업에서의 방사션 조사기술은 벙원성 미생음 및 유해 생볼의 사멸에 의한 위생화I 식 

량자원의 장기보폰 빛 손실망지/ 국가간 식량교역에 따른 검역관리기술/ 그리고 이용화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한 식풍 및 생명공학분야에서 가공공정 개선 및 신 가공기술 로서 이용되고 있 

다 이 중 식품산업에서 사용하는 l앙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조사선량 범위와 주요 사용 목적을 

표 1에 정리하였디 

방사션 조시식훔에 관한 초기연구는 주로 I ' 농산물의 발아， 발근 억제 (J nhibition of 

sprouting), 2 ' 농산불의 해충구제 (lnsec t disinfestation), 3' 농축산품의 기생충 사띨 (Pa rasi te 

dis infection) , I 1 농산툴의 숙도조질 (Oelay of physiological process), ;>1 저장수영 연장 

(Ex tension of shelμife) 등 놓산푼의 보존파 국지l피역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졌 

다 최근에는 식퓨 위생화에 디l 힌 과디 상세한 어 J'와 산염적 작용이 시행되고 있으며 니아가 

망사션의 불짙변환 효과와 BT 또는 NT 기술음 집꽉한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하여 식용 · 의약 

소재 및 선제풍개말에 판한 연구 분야에서도 획시적인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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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요 식품군의 l앙사션 조사 목적 및 유효선량 

주요 식품군 조사선량(kGy) 주요 목적 및 효과 

육류 가금육 어패류 채소 및 
상업적 완전살균 

기타 신선식품을 이용한 특수영 20-70 
일균처리 후 상온 모존 

。ζ〉tA-1l 도 고S， -디「 ; ι上llA-1l E i5 1 Z5 

향신료 8-30 
미 생물의 유요한 감균 및 곤충사열 

화학살균 살충의 대체 

육류， 가금육， 어패류 1• 10 병원성 미생물의 살균 및 부패 방지 

딸기 등 과채 1-4 곰팡이 의 제거로 보존성 연장 

곡류，과일，야채 0.1- 1 해충의 제거 

바나나， 아보카도， 맘고 등 025-0.35 숙성의 지연 

돼지고기 0.08-0.15 선모충의 제거 

감자 앙파， 마늘 0.05-0.15 발아의 억제 

제 2 절 국내외 산업 동향 

1. 산업현황 

가. 국제 적 식품조사 활용 분야 l견천 과정 

o 1960년대 : 군 비축식량 및 우주개발 계획 우주인 식사 프로그랩에 이 용 

。 1970년니 농산물 저장 목적으로 긴자/ 양파 풍 구근류의 발아억제/ 과실 및 버섯의 A 

." 

도 지연 둥에 활용 격 국내에서 뭉류비 부담 둥으로 농 · 수 · 축산물 산지의 냉장 · 냉동 

시션보다 활성화 안됨 

O 1980년대 세계보건기구(WHO)의 세균성 식중독 방지 분야로 활용 권고 =>향신료 및 

가공식품류에 대한 살균 및 살충 치리에 이용 

O 1990년대 유엔의 곽제 흰정 위원회 (UNEP)에서 화학약품(methy l bromide, ethy lcne 

oxide 등) 대체기술로 활용 권장 

。 2000넌대 WTO 치l 제 의 자유부역체제에서 식불우1 생검역 조치의 적용에 관한 일빈 협정 

(SPS)과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해에 관한 혐정 (TBT)에 의해 정부 주도하에 식풍조사 이 

용 및 보급에 전력 • 미국 FDA 및 농무성 (콜린턴 행정부， 2000년 2윌 시행) 수출 및 

자국내 유통되는 모든 육류 및 부산울-에 깐마신 조사 기술 도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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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사선 조사식품 관련 국제 규정의 발전 

。 1980년 FAO/WHO/IAEA 식품조사공동전문위원회 o ECFl), 스위스 제네바 

- 평균 10 kGy까지 방사선 조사를 한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적 장애를 전혀 일으키지 않 

으며l 독성실험은 더 이상 펼요가 없고， 영양학적 및 미생볼학적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다는 발표 

。 1983년 FAO/ WHO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CAC), 1307H국 참가 

- 방사선 조사식품과 방사선 처리시설의 운용에 관한 국제 권장 규정을 제시하기 위한 

Codex식품규격 (CGS)을 채택 

- 1984년 Codex식품규격위원회는 모든 회원국가에 대해 이 규정이 허용되도록 추천 

。 1997년 9월 15일-20일 FAO/IAEA/ WHO Joint Study Group Meeting on High-Dose 

lrradiation(Wholesomeness of Food lrradiation with Doses Above 10kGy, 스위스 제네 

바 

- 10kGy이상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에 관한 화학적， 독성학적， 영양학적 그리고 

미생물학적 연구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lOkGy 이상이라도 적절한 조건하에서 방사선 

조사한 식품은 안전하고 영양학적으로 적합하다고 결론올 내립 

- 현행 Codex식품규격위원회의 규정을 수정하여 최 대선량의 제한이 없이 식품을 방사선 

조사할 수 있도록 건의항(가열이나 냉동공정을 사용할 때 최 대 또는 최소 한계점 이 없 

음) 

。 1998년 4월 27-29일 lAEA/ FAO/ ICGFl Regional Workshop on Hamlonized Procedures 

and Regulatio l1s 011 lrradiated Food, 샤울 

- 아 · 태지익 137H 국 식품법관련 공무원 및 방사선조사기술 전문가 회의 

- 지역 내 땅사션조사식뿜의 교역에 수반되는 관련법규와 검역절차의 조정 

상 7]와 같이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지난 50여 년간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주도로 세계 

적인 연구가 추진되어 FAO/WHO/IAEA에서는 10 "Gy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풍의 안전성 을 

인정하였고，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식푼에 대한 안진성과 건진성에 대한 기숭보고서륙 각 

국에 배포한 바 있다. 식푼의 땅사산조사 현황을 보1시 세계 52개국의 200여개의 시설에서 약 

230여종의 식품군에 대하여 빙사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고/ 주요 방사선조사 대상 식품은 양신 

료/ 긴조새소류， 근채류/ 가금퓨 둥이다 이상의 결롤과 더불어 Codex 식품규격위원회에서는 방 

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Codex 인반규격 및 운영규정윤 세택하고 각 국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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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WHOjFAqβAEA 및 Codex의 식품 땅사션 조사 국채 적 합의 기 준 

기술적 선량범위 

(kGy) 
방사선조사 목적 

(max) 께
 

m 
식품군 

0.2 
nu 

nu 

ζ
J
 nu
-nu 

nu 

nu
-nu 

nu 

nu 

-
-11 

n
ζ
 11 

-’
l 

ζ
J
 ?= 

7l 

qJ 

끼
ζ
 

0.05 

0.3 
0.3 
1.0 
0.15 
0.3 
1.5 
0.1 
1.0 
1.0 
0. 1 

저장 중 알아억제 

a)숙도지연 

b)해충구제 

c)저 장성 연장 

d)검억관리 i 

a)해충구제 

b)미 생물 감균 

c)알아억저I I 밤) 

a)병원성미생물 감균“ 

b)저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관리” 

식풍군 1 
구근류 근채류‘ 괴경식울 

식품군 2 
생고}일 및 신선야채류 

육 및 민울 

7.0 
3.0 
2.0 
10.0 
1.0 

m 
m 
%
-a 
m 

a)병원성미생물 감균” 

b)저장성 연장 

미기생충 감염관리” 
a)병원성미생물 감균 .. 

b)해 충구제 

m 

때
 
m-
… 

떠
 
m 
a 

식품군 8 
전통식품과 기타식품 -

건강식품， 환자식용 전통식품， 

검 및 기타 증량제， 군 식량， 

식량， 특수향신료， 액상란(ij ß) 
‘ 최소선량은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대해 정해질 수 있음 
• 최소선량은 식품의 위생적 품질올 보장하기 위해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정합 

‘·‘ 특정 목적괴 식풍 원료에 대해 정해지는 최대 선랑 

히해충구제 

b)곰팡이 억제 

c)병원성미생물 감소 

a)이생울 감균 

b)멸균 

c)검역관리 

식품군 3 
곡류 및 그 분말류， 건과류， 

유지증자，두류，건조과일 

식풍군 4 
어류1 해산물， 개구리다리， 

상무척추동물 

(신선 및 냉동) 

식품군 5 
가금육과 적색육 및 그 육제품 

(신선 또는 냉동) 

식품군 6 
건조채소류， 항신료， 앙념류， 

동울사료. 건약재 또는 악용차 

식품군 7 
동물 근원의 건조식품 

아
 주
 

비
 
우
 

라
 

아
 꿀
 

동향분석 결파 (Global Industry Analysts, 2005) 조사업제 다. 방사선 

oι 。
‘→~ -가장 물량이 조사식품 허가하였다 중국은 법적으로 52개국에서 식품조사는 방사선 

연간 약 식품양은 조사된 방사선 미국의 조사 처리하였다 약 10만 톤을 빙사선 며， 2004년에 

현재 김자의 둥이디 일본은 조띠료， 파파야 및 마쇄 쇠고기 

시직하여 

이르다L 주로 

발아억제륜 복직으로 1973년부터 망사선 

향신료1 LO만 톤에 

방사 이상 감자를 연간 1.5 - 2만톤 조사륜 

있다 조사 처리하고 망사선 연간 약 1만 톤읍 효 al-A ~ ':::::"ô:::""': -C::-있다， 벨기에， 네딜란드， 조사하고 선 

미국 USDA, USFDA, 세 기l 식 량농엽 기 구(F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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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 

있다 동에서 지지하고 

71숭은 식품조사 

협회 

방사선 

식료품 



(1) 미국얘서의 산업화 

1963년 이래 미국 FDA가 방사선 식품조사업 규제를 담당함에 따라 시장에는 방사선 조사 

와 관련된 재풍들이 홍수처럼 빌려들었다‘ 향신료， 돼지고기/ 닭고기와 쇠고기가 방사선 조사 

대상이었으나 확대 속도는 더디었으며/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에 대한 FDA 규제 범위와 관련 

하여 많은 제품들이 점차 감소하였디‘ 식중독 사망사고 둥 식품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섬이 

고조됨에 따라 방사산 식품조사 기술에 대한 적당한 법제화가 이루어져， 안전한 식품과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하였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에게서 식품의 안전성과 

방사산(원자력 위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웅이 논쟁거리로 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이 식품 안전성 확보 둥 궁극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기술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많은 노 

력이 펼요하다 관련 산업은 소비자 단체에 의한 반대운동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2) 소비자 의향의 중요성 

지난 10여 년간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최종소비자의 인식 수준은 상당히 증가하여 전체 

적으로 관련 산업은 낙관적으로 전환하였다 규제기관으로부터 확인 및 검중된 사실은 많은 소 

비자들이 망사선 조사식품의 구매를 촉진시켰으며/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평가는 탄저병 

발생 보고와 더불어 전 산업 분야에서 가장 큰 성장 촉진요인이 되었고， 식품 살균의 한 분야 

로 차세대 기술로서 활발하게 수용되고 있다. 

(3) 세채화를 향한 단계 

방사선 식품조사는 세계화와 국제 협력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있다 망사선 식품조사 

에 대한 국지l 적인 이용확대와 농엽관련 산업의 수요 증가로 방사선 식품조사의 확대가 촉진 

휠 것이다 방사신 식품조사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펼리핀 같은 나라는 좋은예라고 생각된다 

(4) 방사산 조사에 따른 세계적 부역증가는 세계 식량공급에 영향 

Del Mantc Foods, Philip Morrisj Krart 및 Mitsubishi와 같은 다국적 기엽은 세제적 위치를 

굳히기 위하여 방사선조사플 선호하고 있다 새개적 식품기업은 노동력이 싸고 농약올 많이 사 

용하지 않은 열니1 지 역의 과실과 채소류에 주꽉하고 있다 주요대상국은 증국， 브라질/ 남아프리 

i }, 필리핀， 친레/ 이르헨티나， 태국， 멕시코이며 신진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플 포함 

하여 방사선 식품조시에 대하여 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수출용 과일에 대한 망사선 

조사는 과일의 저상기간을 연장하고， 과일파리와 같븐 유해한 해충을 세거하여 시솔직 무역장 

역(Technical Barriers on Trade, TBT)인 유해미생뭉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는 선진 검역기술로 

샤 방사선 조사왼 과일을 세게 각국에 수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짙은 기술은 식퓨 공금의 산 

엮회와 꺼린 시구 한성화를 촉진하며 시|게적으로 식당 피익을 증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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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장접 

(1) 삭인성 질병 및 식중독 에방 

미국 동 전 세계적으로 식중독은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매년 7천만명의 

미국인이 유해미생물에 의해 식중독 중세를 니타냈고 이중에서 324천영이 입원하였다 미국에 

서만 매년 식중독에 의해 5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식중독과 관련하여 전 세체적으 

로 산엄생산성 저하를 막기 위한 간접지출비용과 의료비 규모가 매년 놀랍게도 62억 달러에서 

362억 달러에 이르는 것이다 식풍에서 발견된 대장균 0157:H 7 때문에 미국에서 매년 2만영이 

감염되었고 250명이 사망하였다 식품가공업체는 제품의 리콜 때문에 비틀거리게 되었고， 그 

결과 경제적 손실은 더욱 증가하였다 미국정부는 식품 관련 질환에 따른 엄청난 손실올 해결 

하는 수단으로 방사선 식품조사를 해결 방법의 하나로서 채택하였다. 

(2) 신선식품과 외국산 식재료의 활용성 증대 

식품 멸균에 대한 개선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이 도입된 결과로서 포장된 식풍에서 선 

선 식품으로 일반적인 통형:이 바뀌고 있다 세계 각국의 토속적인 전통음식을 파는 외식업체의 

증가는 소비자에게 다양한 외국요리를 소개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식풍의 고유한 특성을 지 

닌 신선한 식재료가 요구되었다 지역 토산품의 특성을 지난 원료는 병원성 미생물 오염에 의 

한 위험성이 내포되었다 이와 같은 외국산 식료풍을 대량으로 방사선 조사하는 것은 병원성 

미생물의 노출에 따른 위험성을 최소화 할 수 있고 해당지역의 토속적인 맛을 지닌 안전한 식 

풍을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한다 

(3)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증가시키는 또 하니의 중요한 요인은 전술한 외국 식료풍의 저장 목 

적으로 널리 이 용되고 있던 화학적 보존제와 첨가제 기술에 대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제품의 연장된 저장기간이 식품의 안선성에 대한 이익과 비교해서 무 

의미 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판매동향 결정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었던 제품의 장기 저 

장은 뒷자리로 플러났고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가 촉진되었디 교육과 홍보가 

소비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방적인 교육을 통해서 정보를 알고 있 

는 소비자는 방사선 조시 내용을 살 인식하고 있고 망시선 조사표시 (rad ura sym bo l )를 알고 

있다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은 식푼관리관칭으로 히여금 식품제조업체에게 방사산 조시-과정을 

설명하고 조사식품이 건깅 에 유익하다는 사실읍 알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보편적인 의견이 

다 

- 15 -



(4) 세균의 항생채 저항생 저감 

쇠고기나 닭고기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유해한 세균은 항생제에 대하여 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차적으로 소 퉁 가축을 사육할 때 전래적으로 사용하는 

약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적이도 2백만 파운드의 항생제가 가축의 치 

료에 사용되었고/ 약 일천 8백만 파운드가 가축의 치료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 

다‘ 일차적으로 우려되는 것은 저항성이 커진 가축의 미생물이 식품올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며 

인간의 항생제 증가로 연결되는 것이다 가축을 사육하는데 있어서 항생제와 성장 촉진 호르몬 

을 사용하는 것은 항생제 저항성 미생물을 생성시키고 농작물 재배에서 합성 살충제를 사용하 

는 것도 같은 결과를 발생시킨다 

(5) 훈증 방1껴(화학 가스에 의한 살칸)의 제한에 따른 대안기술 

훈증 방법에 의해서 식품에 오염된 곤충이나 해충의 알(~~)을 파괴 시킬 수 있으나 제품을 

멸균시킬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훈증방법에서는 ethy lene oxide와 methyle 

bromide를 사용하는 것이며/ ethy lene oxid e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발암성 물질로 알려졌고 methy l bromide는 

ozone을 파괴시키는 

사용하는 것인데 이 

되는 건강장해는 대체 

방법은 아직도 시험 

기술의 필요성을 

하나의 훈증방법으로서 sulfur dioxide (50샤 gas를 

평가 중이다 이와 같은 훈중 방법 사용에 따라 예상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Methyl bromide에 의한 훈증방 

법은 2005년부터 사용이 

되었으며 미국에서는 검토 

금지되고， ethylene oxide는 1991년에 

중이다 

(6) 해충파 "1 생물 증식에 따른 식량손설 얘방 

유럽연합(EU)에서 사용이 금지 

조L 

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우려되는 

수확한 뒤 막대한 양의 손실을 가져오는 

25%가 수확 후 곤충， 미생불과 쥐에 

것은 해중， 미생물 오염과 미생물증식에 따라 식량 

것이다 보고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식량 생산량 

의해서 손실된다 전세계 과학자틀은 손실을 감소시킬 

방안에 대하여 수십년간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몇 

및 조기 발아 때문에 엽칭난 양의 팍류가 손실되고 있으며 

저장과 품질 안정성에 중요한 문제로 되고 있다 때년 

수 있는 방맨과 화학적 살충제 사용간소 

몇 나라에사는 해충과 곰팡이 증식 

발아는 근채류(감시 l 양파， 마늠 둥)의 

오염된 악대한 양의 식량 손실은 해층과 

숭 개발을 요구히게 되었다 

미생뷰을 방세할 수 

(기 식품의 국제 교역시 검역관리 기술 채공 

있는 효과적이띤서 능쉰적인 기 

세게적인 경제 성장은 국정윤 념이 식품의 품질기순의 깅화와 품질 보증플 끊임없이 요구 

하고 있디 망사신 식품조사는 meth yl bromi de와 진은 화학 훈증세쉰 대체 할 수 있는 실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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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으로 인중되고 있으며I ozone 파괴물질로서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점차 금지되고 있다 

마. 방사선 조사시설 현황 

2005년 현재 250여종의 식품에 대하여 세계 52개국에서 234 71 의 식풍 및 공중보건산물용 

간마선 조사시설이 상업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시설이 확충되고 있다(표 3) 

표 3 세제적으로 가동 중인 감마선 초사시설 

국가명 시설 국가명 시설 국가병 시설 

중국 54 일본** 14 미국 55 

영국 7 독일 11 러시아 7 

브라질* 4 프랑λ 6 남아표리카 5 

덴마크 3 이탈리아 6 스웨덴 3 

카나다 3 말레이시아 5 스리랑카 2 

호주 2 인도 4 스위스 2 

벨기에 2 아일랜드 4 태국 2 

칠레 1 인도네시아 2 싱가포르 2 

불가리아 1 이 A라엘 2 스코틀랜드 1 

제코 1 헝가리 2 사우디아라비아 1 

방글라데시 1 한국* 2(1) 노르헤이 1 

이집트 1 멕시코 2 파키스탄 1 

크로아티아 1 네덜란드 1 /L페인 1 

오스트리아 1 그리스 1 페루 1 

아르헨티나 1 이란 1 대만 1 

.;-;: * 는 상따선 조사시설 1기 ** 는 2기 추가 공사중 

·ν 본 자료는 1998년 5월 카나디 Nordion Co 제공된 자료로 IAEA 미보고 업체는 누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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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산업이용 현황 

가. 국내 현황 

1966년 방사선 농학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마늘l 딸기， 사과， 김치t 고구마 둥의 신선도 및 저 

장기간 연장을 위한 실험실 규모의 연구가 수행되었고， 1970년대 초반에는 쌀， 양파， 육류/ 토 

마토 풍에 대한 간마선의 웅용연구가 수행되다가 일시 중단된 이후， 1980년대부터는 한국원자 

력연구소가 주관이 되어 관련학계와 공동으로 감마선 조사목적별로 발아억제식품에서부터 육 

가공제품의 살균t 위생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농수축산식품의 산업화 기반연구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Ready.to-eat 식품의 위생화I 발효식품의 저장 및 저염화， 특수 

식풍의 제조/ 기능성 소재의 개말/ 화학독성물질의 저감화 분야의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랩 제작 및 홍보 분야에 

도 연구를 강화하고 있다 

(1) 산업화 과정 

산업적 이용은 1987년 경기도 여주에 상업적 다목적 감마선 조사처리 시설이 준공되어 현재 

가동 중이다 처리용량은 평균 5 kGy를 조사 기준으로 할 때， 50톤/일이며 향신료 둥이 국내 

시판용 및 원료용으로r 기타 다양한 식품 및 식품원료가 수출목적으로 방사선 처리되고 있다. 

。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 최초 상업용 조사 시설 

설치/ 산업화 달성 

。 1987， 1991, 1995,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와 국제기관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 

건복지부로부터 26개 식푼풍목(약 60여종 식풍)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 취득하여 국내 

에서 실용화 및 산업화 확대에 필수적인 기만을 확립하였음 

。 원자력연구개발사업 ’92 - ’01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체에서 국내 제2의 망사선 조사 

시설의 건설(’02 . 6. 7.)되어 운전 중에 있음 

。 현재 국내 식품법(식품공진)에는 식품 조사에 이용하는 방사신 종류름 감rJ ] 신으로 

제한하고 있어 식품 특성 및 목적읍 고려하여 전자선， x-선 풍의 다양한 방사선의 

이용이 고려되어야 함 

。 전자선읍 이용힌 연구는 국내 연구용 전시신 조시시설 기만이 취약하고 단띤적으로 수 

행되어 왔고/ 초보단계의 연낚 수준에 있유 

C '09년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식품에 대한 망사선 이용의 국내 유일의 전문연 .，L기관으 

로서 삭풍산엽의 가공공싱 개선파 문제핵섞분야의 대치1 기술 개!되로 조사식푼의 퓨복/실 

용화 확대 연구가 수행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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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법 현황 

국내 식풍조사 영업은 1985년 대통령령(제 11717호)에 의해 식품조사 처리엽이 신설된 이래 

1986년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띤서 보건사회부， 1995년 경기도청， 1998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 

전청으로 허가관청이 이관되었고， 식품 품목별로 1987, 1988, 1991, 1995, 2004년 5차에 걸쳐 다 

음과 같이 허용되었다‘ 

。 1987. 10. 16 (보건사회부 고시제 87-71호) 

감자， 양파， 마늘 0.15 kGy 

l암 0.25 kGy 

버섯(생 및 건조) ‘ 1 kGy 

。 1988 . 9.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 88-60호) 

건조향신료 : 10 kGy 

。 1 991 . 12. 13 (보건사회부 고시 제 91-25호)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7 kGy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7 kGy 

조미식품제조원료용 전분 : 5 kGy 

。 1995 . 5. 19 (보건사회부 고시 제 95-34호) 

가공식품제조원료용 건조채소류 7 kGy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풍 10 kGy 

효모/ 효소식품 7 kGy 

알로에분말 7 kG}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7 kGy 

2차 살균이 펼요한 환자식: 10 kGy 

。 20여 5. 24 (식품의약품안전칭고시 처12004-41호)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I 두류 및 그 분말 5KGy 

조류식품 7KGy 

복함조미식품，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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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준은 식품공전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다 현행 식 

풍공전의 “제 3 식풍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기준 및 규격의 적용 끼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식품의 방사선 조사기준 

(1) 사용망사선의 선원 및 선종은 Co-60의 간마신으로 한다 

(2) 식풍의 발아억제， 살충/ 살균 및 숙도 조절의 목적에 한하여， 식품에 망사션을 조사할 

경우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υ 허용대상 식품별 홉수선량 

해 감자， 양파， 마늘 0.15KGy이 하 

냉 맘 O.25KGy이하 

(tJ) 생버섯， 건조버 섯 1KGy이하 

야 난분，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조미식품 제조원료용 전분 5 

KGy이하 

얘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건조식육 및 어패류분말/ 된장분말/ 고추장분말， 간장분말/ 가공 

식품 재조원료용 건조채소류， 효모 효소식풍/ 조류식품/ 알로에분말， 인삼(홍삼포함) 

제품류 η(Gy이하 

깨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복합조미식품l 소스류， 침출차， 분말차， 2차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10 Kgy이하 

(3) 일단 조사한 식풍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식품올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 가 

공한 식품도 다시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4) 조사식품은 용기에 넣거나 또는 포장한 후 판매하여야 한다 

(5) 조사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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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표시하여야 한다 

(+찬고로， 최근 ι식품동의 표시기준t이 /조사저리식품의 정우에는 조사치리엄소영/ 전화 

낸호， 조사년원일， 조사신량파 조시치러왼 식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블 하여야 하고 다음 

과 겉은 조사도안을 소비자사 알아괄 수 있도복 표시하여야 한다’로 새정뇌었디 ) 

쉰하 
. I~내에서는 전자선 발생장치가 cb- tcc h (주)에 의하여 직접 생산되고 있으나 식퓨분아에샤의 

이용유 이 직 본격적인 실용화단게에 이묘지 핏히 Jl. 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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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국가별 현황 

(1) 영국 

허브 및 향신료에 대한 EO gas 처리 허용기간을 1991년 1월 1일로 종료시키고， 1991년 2윌 

13일 이후부터 과실류/ 채소류/ 곡류/ 구근류/ 향신료l 조미류， 생선， 어패류， 및 닭고기를 허용 

선량까지 감마선 조사 허가하였다 

(2) 미국 

농무성 (USDA) 식품안전검사부(FSIS)에샤는 가금육에 대하여 식인성 질병예방을 위하여 1.5 

kGy -3 kGy의 상업적 조사를 숭인(1992년 10월 21일)하였다 플로리다주의 식품조사시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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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조사가 계속되어 조사식품의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일리노이주에서는 1993년 9월부터는 가 

금육에 대한 상엽적조사가 시작되어 간마선 조사 닭고기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다‘ 미국 

에서 생산되는 향신료 및 식품첨가물 중 4만톤 이상이 매년 감마션 조사되고 있다(L.A. Times 

’98. 3. 15) 클린턴 대통령의 식품질병예방정책에 따라 E. coli 0-157 및 리스테리아 퉁 병원균 

을 살균하기 위하여 미국내 생산되는 모든 냉장· 냉동 육류에 감마선 조사할 수 었도록 허가 

하였고('97. 12. 2, FDA), 미농무성(USDA)에서 쇠고기와 같은 붉은생 육류에 잔존하는 미생물 

을 박멸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를 승인히 였다('99. 12. 23; 02. 2, 시행) 미놓무성은 2004년부터 

미국내 모든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육 및 그 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승인하였다 

(3) 일본 

연간 15，000톤 이상의 감자가 감마산 조사되어 생간자 및 가공용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또한 

단체급식 및 외식산업증가로 인한 병원성 세균에 의한 삭중독 발생과 대장균 0-157의 발생으 

로 인해 현재 일부 식품에 대하여 감마션 조사에 대한 규제폐기를 서두르고 있다 

(4) 중국 

중국의 경우 IAEA에 공식보고된 감마션 조사시설은 117H소이지만 실제 성(有) 단위에서 관 

리되는 30만 큐리 (Ci) 용량의 감마션 조사시설은 48개소(95년 현재)이며 30만큐리 이하의 시설 

까지 합하연 154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조사처리량은 149，000톤 정도로 보고되 

고 있으니 그 국제교역량은 수 십만톤에 이르고 있다고 판단되며， 국재적으로 대외적인 공개른 

꺼리므로 정확한 전균적인 통게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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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러시아 

매년 약 400，000톤 이상의 곡류가 조사 치리되고 있다 

(6) 프랑스 

약 7만톤 정도의 가금육이 매년 처리되고 있으며 그밖에 개구리다리/ 치즈， 혈청， 향신료 퉁 

이 대 량 처리되고 있다 

(기 펠기에 

벨기에에서는 Oirective 1999/2/ECJ 에 의해 2002년 5월 28일에 Fleuru s에 IBA Mediris 

S.A 조사공장이 숭인되 었다 

(8) 독일 

Gamma Service Produktbesσahlung GmbH, Radeberg 독일에서는 2002년 Bundesland 

Sachsen의 담당관청이 검사한 결과에서 rOirec ti ve 1999/2/ECJ 의 요구조건이 준수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Isotron Oeutschland GmbH , Allershausen. Bundesland Bayern의 담딩 관청 에 

의한 검사는 2002년 12월 26일 수행되었다 

(9) 덴마크 

댄 마크에 서 는 2002년 에 Oanish Ve terinary and Food Administration(DVFA) 이 rOirecti ve 

1992/2/EC I 의 7조 2항에 따라 마른 향신허브와 향신료의 조사를 위한 LR P las t의 조사시설 

을 승인하였다 

(10) 네 틸란드 

2001 년 1 0월 1일부터 2002년 9윌 30일까지 네덜란드의 2개의 생산시선에서 조사 처리된 식 

풍의 푼꽉과 양을 제시하고 있다 

(11) 기타 

우크라이나， 태국r 엑시코， 캐나디 등에시는 에닌 수십에서 수백만톤의 팍츄 및 향신료가 감 

마신 또는 전자선으로 살충 또는 살균목직으노 조사서리되고 있다 그 외 연간 1만톤 이상의 

식똥을 조시하는 주요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퉁이 있디 1 991 년 국제원사력기구(I ^EA)의 공 

식지료에 의하띤 전 세계적으로 매닌 50'，'~톤 이상의 식품이 조사처리되고 있디는 공식짐계가 

발표된 l.i). 있으나 현재 미보고된 국가니 엮치l 듀을 감안하면 실시1 치리되고 있는 양은 수 백만 

톤에 이르는 섯으로 추산된다 핵 청정국가인 호수는 사국내 능- 식불의 얀천 섞역유 위해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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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조사기술을 전연 수용하였다(‘02. 2.) 

3. 산업발전 전망 

WHOjFAOjJAEA 동의 각종 국제기구에서는 잔류독성이나 오존층 파괴와 같은 환경상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화학 보존제와 훈증제의 대체기술로 간마선 조사기술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으며 이를 지금까지 인류가 사용하였던 그 어떤 식품보존방법보다도 우수한 기술로 평 

가하고 았다 또한 오늘날 국제무역에 있어 모든 식품에 대하여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국제식 

품규격위원회 (Codex)의 감마선 조사기준이 권고에 머무르지 않고 OECD가입국에 대해 강제적 

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의 감마션 조사기술의 이용은 소비자 홍보교육 

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세계 각 국에서는 자국내 보건 위생환경의 

향상과 수출주도품목의 경제적인 장점과 이익에 관련된 중요한 식품산업기술로서 갑마선 조사 

기술의 이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산업에서는 필수 불가 

결한 식품위생기술로 평가되어 이용될 전망이다 

가. 세계시장 전망 

(1) 방사선 식품조사에서의 주요 챙점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광범위하게 토론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여러 해 동안 주요 

논쟁거리가 되었다 소비자 단체의 완고한 반대는 환경공포와 소비자의 우려로 이어졌다 

2001년 탄저병 공포와 빈번힌 식중독 사고 등 식인성 질병의 빌생은 식품조사를 찬성하는 단 

체의 입장을 유리하게 하였으며/ 유해세균의 공포와 기타 식품에 오염된 병원성 미생물이 방사 

선 조사로 제거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변서 소비자 수용성 증진과 더불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땅사선 식품조사에 대한 반대와 소비자 수용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시장성은 기 

대한 만큼 활성화 되지 않았고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리라는 짐재력이 위축되었다 오랫동안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은 우주비행사들의 식료품 살균에 성공적으로 활용되었으떠/ 면역기능이 

약한 환지의 벙윈식 살균에 이용되고 있다 오늘날 방사선 식퓨조사는 아직도 도입 기 단계이 

다 시장성은 관런 산엄과 소비지 수용성 그리고 다양한 식푼의 방사선 조시 연구를 활성화시 

키고 있다 비록 방사션 조사 시설 설치에 초기 자본이 많이 소요되지만， 식품 살균에 재래적 

으로 이용하던 증기 살균이나 냉동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면서 빙사선 조사기 

술에 대한 수용성이 증진되고 있어 심한 번대 의견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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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략적 시장 기회 

초기 방사선 조사된 식품군은 향신료 및 한약재/ 건조식물성 조미료/ 주로 수출용 과실 및 

채소류， 밀가루 및 기타 곡류/ 마쇄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닭고기/ 어패류 동 해산물 및 기 

타 식품이다 방사선 식품조사 수입은 단순 처리비용만을 계상하였을 때， 2005년도에 766백만 

달러로 예상되었으며，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10년에는 19억 달러로 2000-2010년 기간에 연 

간 36% 성장 할 것으로 전앙된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를 형성하고 있으며1 

그 수입이 2005년에 287백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580백만 달러에 이툴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 

다/ 아시아와 태평양국가/ 중동 및 라틴 아메리카를 포함한 기타 세계시장이 39.5-46.6%의 시 

장 성장률을 이룰 것이디 

나. 산엽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이 식품의 가공기술로서 여러 분야에 걸쳐 깊이있게 연구되었다 하더 

라도 아직 일반 소비자의 두려웅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방사 

선 식품조사가 방사능 물질 사용과 관련되었다는 완고한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 

고는 19세기에 우유의 가열살균법의 출현 때 경험한 바와 매우 홉사하다 기업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소비자들이 방사선 조사의 이익을 충분히 알고 방사선이 조 

사된 식품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부정적인 정보매체에 민감한 소비 

자들은 대부분 방사선 조사기술을 보도한 정보매체에 영향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식인성 질 

병이 유해한 병원성 미생불과 생물학적 전쟁 때문에 발생되었다는 보도로 인해 분개하고 있다 

일빈적으로 두려웅을 갖고 있는 소비자 중에서 일부 열성적인 소비자 단체들은 방사선 식품조 

사를 중지하라고 외쳐대고 있다 한편 다른 소비자틀은 중도적인 입장으로 남아 있다 대부분 

의 기업은 정부와 관련 보건당국이 망사선 조사식품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마련하여 그 

기술의 사용을 뒷받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와 대응하는 로비 그룹은 땅사신 식품조사와 식푼 서비스회사로 이루어져 있다 

미국의 일반 소비자들은 FDA와 의회로 인해 자신뜰의 이익이 희생되고 았다고 비난하고 있 

다 식품조사 기업은 소비자 그룹의 열광적인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살균망법으로서 방사선 조 

사라는 용어를 채택하도록 의회에 로비를 하여 왔다 소비자 그룹은 의회가 망사선 조사기술이 

탁월하다는 문구름 넣도록 깅 력히 윈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표기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싱태로서 FDA가 표기 조건을 관장 

할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소비자와 일부기엽은 망사선 조사식품을 지온 살균과 같이 

표시하자는 주장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 기엽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교육플 계속 수행하띤 냉온 

살균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는 것과 조사식퓨에 대한 부적절한 수용태도등 크게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망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FDA의 표기사행은 생산자가 ”망사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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펼” 또는 “방사선에 의해 처리되었음” 및 그 공정을 알 수 있게 하고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 

는 “ radura " 표식을 표기하도록 하였다 logo와 표기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 2001년 FDA는 

법제정 예고안을 통해서 조사식품 표기에 관하여 소비자 단체/ 기업 및 의회가 검토하고 의견 

을 제시해 줄 것을 요칭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FDA가 추진하고 있는 조사식품 표시 규격 

에 대하여 시장성에 관련한 우세 여론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이 근 20여 년간 

끌어오면서 방사선 조사 표기문제는 소비자 수용에 따른 조사식품의 산업적 성장을 현저하게 

방해하였다 기업 전문가들은 현재의 규제내용이 지나치게 엄격함으로 모든 조사식품에 적용되 

는 표시 규정을 완화하고 유연성 있게 할 것을 정부에 주장하고 있다 현재/ 교육을 통해 표기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소비자들은 망사선 조사 처리에 대하여 잘 알고 수용하고 있다 이와 같 

은 사실로서 FDA는 방서선 조사표기와 같은 민간한 문제에 대하여 소비자 반응을 평가하기 

위한 집약적 단체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본금(초기 투자비용)이 방사선 조사시장 성장을 

둔화시키고 있다 방사선 조사 선원의 종류/ 용량/ 공장의 특성이 가금류와 육류제품을 처리하 

는 방사선 조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자본 결정에 기본 요인이 된다 평균적으로 조사식품을 1 

억 파운드 처리하는 공장은 연간 비용이 80-10만 달러로 추산되며/ 마쇄 죄고기를 전자 beam 

으로 처리할 때는 파운드당 0.5-2센트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 

제 3 절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1. 기술발전 동향 

가. 국제적 동향 

(1 ) 일반 동향 

방사션 식품생명공학기술은 '90년대 초반부터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뒷받침과 

WHOjIAEAjFAO 동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이 

마련되었다 1990년에 안전한 식품의 준비를 위한 WHO의 황금률 (Thc WHO Golden Rules 

for Safc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띤 망사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금육윤 산택 

해야한디” 라고 발표하였디 1992년 WHOjICU(국제소비자 연맹)공동으로 방사션 조사식품의 

안진성을 ;<H 평가하였고， 1995년 UR 협상에서 식품교역의 검역분쟁 해결과 식품 위생화를 위해 

방사씬 조사기술의 적용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었다 2001 년 10월 23 - 25일 국제 빙사선 식품조 

사 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Consu ltati ve Group 011 Food Irradiatio l1, lCGFI) 18차 회의(이탈 

리아， 로마)에서 망사산 조사식품의 국제적 실용화 확대를 위힌 규정파 홍보빙안을 "r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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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국제기구(WHO， FAO, Codex 등)에 제안하여 협의하였다 2002년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논란”에 관해 EU Committee에서는 기 수행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조사식품 

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여 조사식품의 안전성이 재검증됨에 따라 본 기술의 

사용이 EU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Global Tndustries Analyses 2005 

년 보고에 의하면/ 동년 현재 미국/ 영국 동의 선진국을 포함하여 52개국에서 250여종의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였고/ 이 중 30여개국에서 상엽적 규모로 본 기술을 실용화하여 년간 수 

십만 톤의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이 방사선 처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30% 의 신 

장률로 증가하고 있다 

(2) 전자션， x-선 이용연구 증가 

1990년대부터 감마션 조사가 원자로에서 생산된 방사성동위원소(Co-60， Cs-13끼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소비자 수용성의 한계를 나타내고/ 방사선종간 처리 특성의 차이로 인해 전자션， x-선 둥 

의 방사선이 식품생명공학 연구에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전자선， x-선 조사는 발생장치를 통해 

조사처리가 진행되므로 기기작동이 간편하고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 Beam 처리”로서 소비자들에게 홍보되고 있다 전자션의 경우，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은 약하 

나 빠른 처리속도와 Conveyor 시스댐으로 햄버거 패티， 부분육(계육 포함)， 해산물 둥 냉장/냉 

동이 필요한 식품의 조사에 활발히 연구되었다 2002년 미국 USOA의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 

육 빛 그 가공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를 시점으로 전자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식육 가공품 

의 방사선 조사가 상업적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와 전자 

선 조사의 특성 차이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조사물품의 포장， 크기/ 온도 조건 둥 

공정 특성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선종이 다양화 될 것으로 핀단된다 

x-선의 이용은 전환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아 아직 상엽적 규모로 이용되고 있지는 않으나I 

미국/ 캐나다 둥을 중심으로 X 선 번환장치개발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식품조사 규모의 에너 

지 효율을 갖는 발생장치가 상엄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세계직으로 간따선 조 

사와 전자션 조사 이용비율은 80:20 정도로 갑마신 조사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주로 향신료， 

과일 등의 검역처리를 위해 이용하기 때문에 대용량 포장 후 선적이 용이한 간마선 조사가 활 

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팍 내에서 소비되는 식육가공품 등 병원성 미생물 제어 둥 

식풍의 위생화 개선을 위한 방사선 조사는 전자선의 이용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 

로 전자선 조사기술의 산업적 활용이 접차 증가추세에 있디 따라서/ 전자선， x-선 동 갑마션 

이외의 방사선 이용연구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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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재산권(특허) 동향 

가. 특허기술 동향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주로 자국에만 출원하는 경향이 았으며r 한국원자력연 

구원(이하 연구소) 역시 해외출윈 건은 3건(일본)에 불과해 해외출원 비중을 크게 높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특허둥록 건수는 한국이 전체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며I 그 중 연구소가 가장 많 

은 동록건수를 갖고 있지만 ’02년 이후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방사선 식품 

조사 분야에 있어 연구소 특허활동지수는 매우 높지만， 핵심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 

영향력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에서의 t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대부 

분 단독 출원으로 기술제휴 및 확산을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 

품군별로 보면 발효식품류/ 가공식품류/ 육류 둥은 병용처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나머지 식품 

군은 병용처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불과 몇 건의 특허만이 출원된 것으로 미루어 특허출원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병용처리별로는 포장/ 냉동/냉장， 효소처리/ 가열l 첨가 

제 둥은 상당히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반면/ 가압과 수분활성도 처리는 매우 미흉한 것으 

로 나타남에 따라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공백기술로 나타났다 방사선 식품조시 분야의 특허출 

동을 목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따라 

겔화성 증가 또는 고분자화와 같은 목적으로 특허출원하 

원은 주로 살균/ 멸균I 숙도유지 

서 추후에는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의 

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냐. 국가별 특허출원 현황 

주요 국가의 특허출윈 건수는 160건이며/ 국가띨로는 일본 52건/ 

한국 46건/ 중국 32건/ 미국 21 건/ 유럽 9건 순이었다 연도별 출원건수를 보면 두드러진 성 

없지만 꾸준히 출원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98년 ~ ’02년에는 매년 10 

건 이상의 특허가 출윈되다가 ’03년 이후부터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참고로， 이 

식품조사 분야의 방시선 

장세는 

분석에 

트츠 
「각각 일괄 출원했다가 취하한 총 43건은 부적절히게 

허를 출원현 핀계로 모든 현황에서 제외하였다 

중국인이 중국특허청에 서는 2명의 

향후 방향 

식품조사 분야의 특허출원은 주로 자국에만 출윈하는 경향이 높고 해외출원은 상 

대적으로 매우 미미한 실정이디 연구소 역시 총 출윈건수 46건 증 해외출원 건은 겨우 3건 

(일본줄원)에 불과힘에 따라 이 분야의 해외 

? 

ι
 

높일 필요성이 있을 것 특허출원 비중을 상당히 

,,1 
JÇ 다. 시사점 

방사산 



으로 분석되었다- 망사선 식품조사 분야에 있어서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인 위치 

에 있지만 ’02년 이후 특허출원이 다소 감소하는 추세에 있음에 따라 지속적인 특허출원이 

요구된다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에 있어서 연구소는 특허활동지수는 굉장히 높게 나타난 반 

연 이 분야의 핵심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기술영향력지수 또한 전무한 것으로 나타 

나 대책이 펼요하다 일본의 경우 산/학/연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향이 높은 반면/ 연 

구소에서는 대부분 연구소 단독으로만 출원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제휴 및 확산 둥의 목적을 

위해 산/학/연 공동 연구 및 특허출원을 적극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군별로 보면 발효식품류， 가공식품류/ 육류 등은 병용처리를 많이 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삭 

풍군은 병용처리를 아예 하지 않거나 불과 몇 건의 특허만이 출원된 것으로 미루어 특허출 

원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벙용처리별로는 포장l 냉동/냉장r 효소처리/ 가열， 

첨가제 둥은 상당히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는 반연， 가압과 수분활성도 처리는 매우 미홉 

한 것으로 나타납에 따라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공백기술로 나타났다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 

의 특허출원은 주로 살균/ 멸균/ 숙도유지 등을 목적으로 방사선을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임에 따라， 추후에는 단백질과 같은 영양소의 겔화성 증가 또는 고분자화와 같은 목적으로 

특허출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가. 연구개발 동향 

(1) 국내동향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의 국내연구동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참고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하다고 판단되었다 국내 연구개발 특성상 대규모 중장기 기획을 근거로 한 연구사업을 제 

외하고는 단발적인 연구들이 이루어져 해당 분야에 대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 동향을 파악하 

기에는 무리가 었다 국가연구개발사엮 중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는 원자벽진홍종합계획 및 윈 

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에샤 추진하는 사엽에서 수행되었다 윈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사엽은 

지난 1997년부터 시직하여 만 10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었다 사엮은 3단계로 구성되어 시챙되 

었고， 이 중 2000년부터 2단계가 시직하였디 본 보고에서는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 시업 중 2, 

3단계 사업수행 내용음 정리한다 

(가) 원자략연구개 l갚 중장기계획 사업 2단계 ('00-’02) 주요 연구개발 내용 

。 띤구파제맹 망시선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개란 

0 단계 최종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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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이용한 국가 식량자원 안전확보와 에너지 절약형 식량가공/저장기술 및 가 

공공정 개선법 개발 

화학약품 사용의 대체방법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 

개발 및 위생적 제품생산 기반확립으로 국민보건 향상과 

RTjBTjNT 병용기술 이용 식품/공중보건용 신소재 및 고부가가치 제품개발로 천연자 

원 활용효율 극대화 

국제식량교역시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확대 대비 검역기술지침/표준화 확립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 연구로 소비자 수용성/실용화 확대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에 대한 대국민 홍보자료 확보 

2단계 ('00-’02) 주요결과 (나)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사업 

감마선 이용 수산냉장/냉동식품 및 

개발 

。 전통발효식품의 위생화와 안전 저장유통/가공기술 

감마선 이용 저염 젓갈 제조 및 위생화와 안전저장 유통기술 개발 

- 감마선 이용 전통발효식품의 위생화/저염화 및 안전저장유통기술 개발 

간마선 이용 수산냉장/냉동 반수분식품의 위생화 및 고품질화 기술 개발 

。 간마선조사 수산냉장/냉동식품 및 전통발효식품의 안전생(건전성) 평가 

- 감마선조사된 전통발효식품(젓갈류/장류)의 독성학적/영양학적 안전성 평가 

간마선조사원 수산냉장/냉동/반수분식품의 독성학적/영양학적 안전성 평가 

- 감마선 조사펀 저염발효제품과 기존 고염발효제풍과의 안전성/건전성 비교평가 시험 

。 RTjBTjNT 이용 공중보건재품 생산용 고부가가치 기능성 신소재 및 이를 이용한 가공 

。

제품 생산기술 개발 

- RT JBT jNT 이용 세계최초 식품/공중보건용 천연 신소재 정제/가공/생산기술 개발 및 

산엮체 기술이전 

- 세게최초 RTjBT 이용 가공식품 및 진통발효식품의 

확보 및 차기단계 연구기반 구축 

유해물질 제거/저감화 관련 이론 

- RTjBT기술 이용 식품얄러지 지감화 기술개발 기초이론 확립 및 연구기빈 구축 

수출전략 전통 허브/향신료의 검역유기체 사떨방법 확휘과 검역시 품질평가 빛 검역검 

지 조건 설정 

수출전략 전통 허브/향신료의 최적 검역관리 시스댐 정착을 위한 표준화 기초자료 확 

보 

망사선 조사식품의 검지 및 검역관리를 위한 변약분석법의 직용 

。 망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균민이해사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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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인 대 국민이해 증진사업 방안 마련 

대한 대중매체 관련 국민이해 연구 

조사식품의 국민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진행 

조사식품 신규품목 확대 및 법규 개정 

조사식품의 

조사식품에 

- 방사선 

- 방사선 

방사선 

- 방사선 

(다}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사업 3단계 ('03깨6) 주요 연구개발 내용 

。 연구과제영 방사선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개발 

및 저장 안 

개발 

기술개발 

이해방안 마련/조사식품의 가공 및 조리학 

。 최종목표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군급식/환자식/특수스포츠 식품 퉁)의 위해 안전성 

정성 확보기술 개발 

- RTjBT 이용 식품생명공학용 신소재/신제품 

- RTjBT 이용 식품 유해물질의 제거/저감화 

방사선 조사 특수식량의 안전성 평가/국민 

적 특성 평가 및 단체급식 적용연구 

및 저장 안정 

(라)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계획 사업 3단계(‘03-’06) 주요절과 

。 감마선 이용 특수식량(군급식/환자식/특수스포츠 식품 동)의 위해 안전성 

성 확보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군 급식의 위생화 및 식중독 예방기술 개발 

- 한국형 우주식품 생산을 위한 기초기반 기술 확보 

- 우주/ 특수식풍 개발을 위한 러시아 IBMP와의 국제협력 연구 기반 수휘 

- 감마산 조사기술 이용 무균식 개발 

- 즉석 (ready-to-eatj ready-to-cook) 육가공품(햄버거 스테이크)， 편의식품(김밥)의 품질 개 

선 및 저장 안전성 확보기술 개발 

조사와 식퓨가공 병용처리를 이용한 최소가공 야채생러드/즉석식풍용 삭제료 - 간마선 

의 품질 개선 빛 자상 안정성 개선 

- 갑미 산 이용 전통 발효식퓨의 보존성 확보 

-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수출용 냉동 치즈볼의 집역 위생화 기술 개발 

- 영유아 유제푼 살균 기술 개발 및 관능직 품질 평가 

- 방사선 조사식품의 을쾌취 억제 및 산업 적용성 증대 기술 개발 

방사선 살균과 타 살균범 비 .ii~평가를 통한 우수성 및 경제성 임증 

。 RTjBT 이용 식푼생멍공학용 신소재/신제품 개발 

RTjßT 융함기술 이용 폐지윈으로부터 기능성 소재 개발 

m 

ω
 



- RT/BT 이용 식품산업용 기능성 효소생산 유용균주 개발 

- RT/BT 융합기술 이용 기능성 코팅제 제조기술 개발 

전연 식품재료/천연불 활용 기능성 소재 개발 

- 방사선 이용 생물소재 구조변환 및 기능개선 기초기반연구 

。 RT/BT 이용 식품 유해물질 의 제거/저강화 기술 개발 

- 감마션 조사기술 이용 식품내 잔류아질산영/ 발암성 나이트로자민， biogenic amine 둥 

유해물질 제거기술 개발 

- 감마션 조사기술 이용 phytic acid의 조사분해 특성 및 생리활성 증진효과 연구 

- 병원성 미생물의 방사선 영향평가 

-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내 잔류농약의 저감화 효과 

RT/BT 이용 신개념 백신생산 핵심기술 개발 

- 감마선 조사기술 이용 lipopolysaccharide(LPS)의 무독화 및 생리활성평가 

。 감마산 조사된 환자용/특수스포츠용/군급식용 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영양학적/유전독 

성학적 안전성 평가/조사식품의 조리학적 적성평가 

- 감마선 조사된 군급식용/환자용/특수 스포츠용/건조농축수산물/즉석식품의 독성학적 

/영양학적/중 · 단기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 고선량(30 kGy) 감마선 조사된 가공식품의 단장기 안전성 평가 

방사선 조사된 식재료의 조리학적 특성 연구 

。 방사선 조사식품의 소비자단체대상 홍보전략 수립I 자료배포 및 인식도 변화조사/개발 

기술/ 신제품 시장조사 및 보급확산 홍보전략 수립 

육군 보급지휘관(장군/ 영관급 장교) 대상 군 급식품/비상/특수식량의 안전공급체계구 

축을 위한 방사산 기술의 활용방안 세미나 및 홍보 

망사션 조사식품의 언론인집단/ 식품관련자/ 일반국민 대상 조사식품의 홍보전략 수립 

/자료배포 빛 인식도 변화 조사 

식품의약퓨안전청과 공동으로 방사선 조사식품 홍보자료 제작/배포 

(낀 국제 동향 

국제 연구동향 분석은 방사선 조사식품 분야의 국제학술회의인 lnternational Meeting on 

Radia tion Processing (IMRP)의 식품분과(Food Trradiation Sess ion)에서 보고한 2000년 이후 격 

년으로 개최되는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큰거로 조사하였다 

(가) TMRP 2001(Avignon, France, 25-30 March) 

。 식품 저장 및 가공 기숨 분야 

이
 이 



- 감마션 조사에 의한 버섯의 강변화 연구 

- 감마선 조사와 가스치환 병요처리에 의한 돼지고기의 단백질 품질 변화 

- 감마선 조사된 분쇄 쇠고기내의 트랜스 지방산의 형성 

- 간마선 조사된 프로폴리스의 열분석 

- 육제품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품질과 저장기간 연장 연구 

- 감마션 조사된 돼지고기와 양고기 소세지의 품질 변화 

- 감마션 조사에 의항 냉동 아보카도의 품질 변화 

- 감마션 조사에 의한 채 씬 토마토의 품질 변화 

。 식품 위생 및 식중독 예방분야 

- 저선량 전자선 적용 식품의 위생화 

- 감마선 조사와 염소처리에 의한 상추 내 E. coli 0157:H7의 제어 

。 식품 검역 및 검지 분야 

- 감마선 조사된 하와이의 열대 과일의 검역 

O 천연물의 생리 활성 및 성분 변화 평가 

- 감마선 조사에 의한 파슬리내 베타 키로틴의 cisj trans 이성질체 변화 

。 유해물질 제거 

- 감마선 조사에 의한 식품 알레르기 저감화 

。 물리적 성질 변화 평가 

- 감마선 조사된 육용계 사료용 보리의 정도 변화 

。 생분해성 필름 개발 

- 생분해성 필름 포장된 분쇄 쇠고기의 감마션 조사에 따른 미생물 오염도 관찰 

생분해성 필름과 감마선 조사 병용처리에 의한 저장 기간 연장 연구 

- 효소처리와 병용된 생분해성 펼름의 감마션 조사에 의한 위생화 

(나) IMRP 2003 (Chicago, USA, 7-12 September) 

。 식품 저장 및 가공 기술 분야 

- 가스치환 포장과 감마선 조사 맹용 처리한 소시지의 변화 

간마선 조사에 의한 김치의 숙성 조절 

- 가스치환 포장과 간마선 조사 병용 처리한 당근의 미생물 변화 

- 감마선 조사를 통한 자염화 장란젓의 개발 

- Ascorbic ac id와 항산화제 전가에 따른 갑마선 조사된 분회 쇠고기의 색/ 지질 산패 및 

휘발성 성분 변화 

。 식품 위생 및 식중독 예방 분야 

경
 



- 감마선 조사를 통한 계란의 위생화 

- 분쇄 쇠고기와 닭고기의 E. coli와 Salmonella typhi 제이 

- 감마선 조사 이용 최소가공 물냉이의 Salmonella 속의 감소 

- 감마선 조사와 최소가공 기술에 의한 상추의 위생화 

- 최소가공 딩근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멸균화 

0 식품 검역 및 검지 

- 강마션 조사된 건조 수산물의 품질과 검지 

감마션 조사에 의 한 하와이 수출 과일과 채소의 겸 역 

- ESR이용 감마선 조사된 후추의 겁지 

。 천연물의 생리 활성 및 성분 변화 평가 

- 감마선 조사에 의한 계피의 항산화능 변화 관찰 

。 유해물질 제거 

- 감마션 조사된 항원에 대한 항체반응의 변화 

。 물리적 성질 변화 평가 

감마선 조사된 꿀의 유변학적 변화 

- 갑마산 조사된 유청의 점도 변화 

。 생분해성 필름 개발 

- 생분해성 펼름 포장된 분쇄 쇠고기의 강마션 조사에 따른 지방 산패 변화 측정 

(다) IMRP 2006 (Kuala Lumpur, 26 February-3 March) 

。 식품 위생 및 식중독 예방 

- 강마션 조사를 통한 유아 용 분유의 El1 terobacter Sakazakii 살균 

김마선 조사에 의한 분쇄육의 병원성 미생물 제어 

- 간마선 조사 이용 코코덧 크림 파우더의 위생화 

。 식품 검역 및 검지 

- ESR을 통한 조사된 시리열 겁지 

ESR 0 1 용 조사된 계피 검지 

O 천연뭉의 생리활성 및 성분 변화 평가 

낌마선 조사에 의한 사철쑥의 항산화 및 성분 변화 펀찰 

- 간마선 조사에 의한 참딩귀의 휘발성 성분 비교 

- 간마선 조사에 의한 얀진쑥의 기능성 평가 

。 유해물질 제거 

- 감미 선 조사된 Ova lbu lllin 의 안러 지 지 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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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성장 프로모터 개발 

Red chili의 성장 프로모터로서의 감마선 조사된 키토산에 대한 연구 

- 식물의 성장 프로모터로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재중합화된 algina te와 키토산 연구 

。 생분해성 필름 개발 

- 감마션 조사된 송어 단백질 이용 생분해성 필름의 성질 연구 

나. 분야별 논문게재 현황 

방사선 조사식품 분야의 논문게재 현황은 표 과 같다 자료 조사는 국외 논문의 경우 SCI 

게재 논문을 중심으로 검색하였고/ 국내 논문의 경우 한국학술진홍재단에 퉁재 및 신청된 논문 

집에서 조사하였다 

표 4. 방샤션 조사식품 세부연구 분야별 국내외 논문게재 현황 (2000. 1. - 2007.1.) 

구분 서| -a「 I dr 야 SCI 국내 계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분야 171 81 252 

2 식품 위생 및 식중독 예방 분야 55 24 79 

3 조사식품의 안전성 평가 분야 4 25 29 

4 방사선 조사식품 검역/검지 분야 60 77 137 

5 신기술 분야 69 52 121 

6 소비자 수용성 증진 및 홍보 분야 36 8 44 

합 계 395 267 662 

검색기간 동안 SCJ논문은 395편이 게재되었으며/ 국내논문은 267편이 각기 해딩 저빌에서 

딸긴되었다 연구 분야별 게제 현황은 식푼저장 및 가공기술 분야의 논문이 가장 많은 SCI 171 

편과 국내 81편으로 SCl 부분은 43% , 국내논문은 30%를 차지하였다 전체논문에서는 38%로서 

다른 부분보다 월동히 많은 게재 양상을 보여 방사선 조사식품에 대한 연구가 식품저장 및 가 

공분야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사항은 2000년대 이후 신기술 분야의 연구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방사선을 에너지로 이용하여 식품 및 공중보건저l풍용 신 

소재 개발/ 식품 유해물질 제거 풍의 연구가 연구되기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산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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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저장 및 가공기술 분야 

(가) 세부 연구 분야 

감마션 조사 기술에 의한 식품의 일반 품질 특성(색/ 영양성분 함량/ 관능 변화 둥)의 변화 

를 연구하고 새로운 가공 기술(가공 기술 비교/ 병용처리 기술 둥)을 개발에 대한 연구가 수행 

되었다 

(나) 식품군별 분류 

전통 발효 식품군 청국장/ 쌍장/ 메주/ 고추장/ 간장/ 된장， 창난젓갈， 김치 

가금류 소불고기1 양념갈비， 닭고기， 죄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칠면조/ 분쇄 

쇠고기/ 단체 급식용 닭 가슴살， 소시지 둥 육가공품류 

O 채소 및 과실류 팔/ 녹두/ 밤/ 도토리/ 침/ 오미자/ 감율/ 감자， 파프리카ν 사과/ 콩/ 생강/ 

상추， 딸기/ 양파 잎/ 딩 근， 토마토 

。 가공식품류 최소가공 셀러드， 오렌지 주스/ 야채 주스 

。 전분 류 메밀전분/ 현미/ 녹두전분/ 쌀밥/ 분말죽/ 이유식/ 옥수수 녹말/ 밀 

낙농/난제품류 난백， 구운 계란/ 아이스크림 

건조식품 건고추， 건조 생깅/ 건 고사리， 녹차， 홍차， 우롱차/ 김 

병용처리 효과 및 가공 기술 비 교 로즈마리와 햄버거 스테이크/ 훈증 처리와 방사선 

처리 비교/ 가스치환 포장에 따른 차이/ 비타민 C와 소고기 패티/ 갑마선 조사와 전자레 

인지 비교/ 

。 포장재류 포장재 성분의 

。 기타 프로폴리스t 꿀 

식품으로의 이 행/ 생분해성 펼름 

디1 
Ã 육류 

。

。

C 

。

。

및 식중독 애방 분야 

(가) 세부연구 분야 

간마선 조사 기술에 의힌 식품의 위생화 및 

(2) 식품 위생 

미생물학적 안진성을 확보하고 특정 병윈생 미 

생블에 대한 강마신 조사 감수성을 확인함으로써 식중독 예방을 목적으로 수행된 것으로 조사 

되었음 

니) 냉원균별， 특성별， 식품군별 분류 

진통 발효 식품군 띨치액젓 C 

x 

ω
 

c 육류 및 가급류 

한우육ι 닭고기 I 



고기， 

Escl7erichia coli 0157:H7 (상추l 브로컬리 씨I 최소가공 무l 사과 주스)， 

Salmonella spp., StaphylococClls aureus (최소가공 햄， 달갈)， Bacillus cereus (포자 저항성) 

공중보건제품 일회용 주방용품 

가공식품 최소가공 무우， 단체급식용 어묵， 김밥I 냉동 치즈볼， 아이스크림 

(칠변조 식 품군 Aspergillus f1avus (육포)， Listeria monocytogenes 미생불과 

냉동 샌드위치)， 

병원성 。

。

。

표드λ{ 
「 。

(3) 조사식품의 안전성 명가 분야 

(가) 세부연구 분야 

방사선 조사 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연구로 Ames test, 아급성 

평가 및 50s chromo test 둥의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다 

(나) 식품군별 분류 

전통 발효 식품군 장류 물추출， 새우젓， 멸치액젓/ 간장 。

닭고기t 돼지고기 육류 및 가금류 。

한약재 당귀l 어성초， 구기자/ 간초/ 진피/ 시호/ 황기1 백출， 생지황 

난백/ 율무종자/ 과메 기/ 콕류 분말/ 송이 버 섯 기타 

。

。

분야 

(가) 세부연구 분야 

최근 조사식품의 교역기회가 증대됨에 따라 관련 국가 

표준화가 진행중이며 

(4) 방사선 조사식풍 검 역/겁 지 

거
b
 
이
「
 

서
」
 

E 

사
 

방
 옆

 

시
n
 

중
 

국제기구를 및 

resonance (E5R) Electron spin Thermoluminescence (TL), 

었다 이루어지고 

역처리 

분석이 

(나) 검지방엠/ 식품 특성별 분류 

。 TL 이용 향신료1 땅콩/ 건조 띨치류/ 수삼/ 복합조미료， 알로에 베라 

닭고기/콩류/ 땅콩ι 과일류/간자，마늘， 생 돼지고기， 쇠고기/ DNA comet assay 이 용 。

강 

E5R 이용 어류/ 겨1 란/ 향신료， 땅콩/ 조개류I 힌약재y 건조 멸치류/ 건고추/ 건조채소t 복 

합조미료/ 알로에 베라/ 양 뼈 

진도 분석 밀가루， 갑자 전분， 고구마 전분， 옥수수 

。

외고 

전분/후춧가루/ 기장1 수수 

이용하여 GC-M5를 

건고추/ 난횡 둥 분석 

분석 

참깨/ 우롱차， 

휘 딸성 문질 ( Hydrocarbon류， 2-AlkylcycJobutanone류) 

기， 잣/ 중국산 두류t 홍삼 분일/ 건조 떨치류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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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면역 측정법 이용 계란/ 새우 

PSL 이용 참깨/ 들깨/ 농산물， 조개， 복합조미료/ 알로에 베라 

。 Free radical의 측정 이용 : 건조과일/ 건조 채소류， 참깨/ 들깨 

。

。

이용 밀/ 보리/ 콩류/ 과일류 

이용 곡류/ 한약재 

。 말아 특성 

。 DEFTjAPC 방법 

지방 분해산불 분석 이용 건조 홍합/ 건조 갑오징어 。

둥에 강 

원료로 

나타났다 녹차/ 률피 

항노화 동 고부가가치 

목적/ 그리고 키토산， 알긴산 등의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리활성 성분의 항산화l 

독성 물질 동을 제거하는 

(5) 신기술 분야 

분야는 2000년 이후로 본격적인 

적용하여 천연 식물류에 

목적과 식품 알레르기나 

있는 

(가) 세부연구 분야 

。1

마선을 

가공하는 

둥으로 연구되고 있다 고분자를 저분자화 하여 경제적 이점을 가지는 목적 

(나) 적용분야별， 목적별 분류 

천연툴의 생리활성 연구 ‘ 마늘 단백질 (allivin) ， 오미자 추출울/ 율피 

백， 펙틴 용액， 감률 정유/ 부추/ 비파 추출물/ 복분자 추출물， 민들레 추출불/ 코코아/ 샤 

추출물/분리대두단 。

프란/ 녹차 추출물/ 강황 추출물 

。 유해물질 저감화 연구 Ovomucoid, Ovalbumin, phytic acid 

생랴활성 콜라겐/ 키토산 

방사선 조사 관련 유전자 검색 

연구 검에서 망사선 저항성 서l균 분리/ 야콘 

물질 저분자화 연구 알긴산I 돈피 

및 분석 HL60 세포주 

。

。

。 돌연변이 분리 

。 불용색소 제거 연구 녹차 추출불/ 인동 추출물， 식용색소/ 깅황 추출물 

O 특정 화합물 및 식품 성 분 분석 Quercetiπ Vitamin B12, Ascorbic acid, 

(6) 소 U1자 수용성 증진 빛 홍보 분야 

증진 연구동향 

국가별 

빙사선 

(가) 수용성 

망사선 조사 기술의 인식 대한 소비자의 개괄하고 방사선 조사식품에 이용 현황을 

차지하고 확대하기 위한 연구가 대부분을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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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요약 

。 방사선 조사의 이용현황 한국/ 영국/ 유럽연합I 브라질， 일본， 미국l 헝가리t 크로아티아/ 

남아프리카 둥지의 현황/ 우유 살균 및 ready-to-eat 식품의 방사선 조사 인식 조사 

。 전자선 조사의 이용 확대 

。 고선량 식품 조사의 적용 남아프리카 연구 

。 방사선 조사의 규정 법안 한국， 유럽연합/ 오스트레일리야/ 미국/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규정 실태， Codex의 새로운 기준 규정 

。 방사선 조사식품의 표기 

。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한국/ 터키 

다. 국내 · 외 기술개발 동향 및 수준 요약 

구분 문제점 기술개발동향 기술수준 

선진국 

IG7) 

한국 

o 방사선 식품 • 생명공학기술은 '9)년대 초 10 방사선 식품 생명공학 10 소비자 수용성이 많이 
반부터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뒷받침과| 기술의 실용화 확대 및 | 개선되었으나 

빠-IO/IA태/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 새로운 응용을 위한 BT /NT 등과1 아직까지 미홉 

보건당국IFDA 듬)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의 기술 융합 10 소비자 수용성 및 
기반이 마련됨 | 분야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임 | 국민이해 증진사업의 

o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은 미국 캐나다 10 조사선량의 제한없이 고선랑 조| 진행 필요 
EU 등 선진국에서 온 기술의 연구개발| 사의 실용화 연구가 진행 중임 10 국제적 harmonized 
및 사업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음(‘05년 10 망사선원별 다앙한 연구로 식품 I regulationol 없음 
현재 선진국 포함 52개국에서 식품에 방| 군별 특성에 맞는 방사선원 적 

사선 조사 허가 및 활용 용기술 개발이 진행 중이며 일 

o 최근 wro 다A에서는 국제식랑교역의| 부 전자선/김마선 등이산업에서 

검역분쟁 해결과 식품 위생화를 위해 방) 이용 중임 

사선조사 기술의 사용을 수용하였고， UN 
환경위원회에서도 환경 친화적 기술로서 

적극 추천하고 있음 | 

o ‘87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지원으로 10 방사선 식품생명공학기술에서 식 10 소비자 수용성이 많01 1 

민간기업에 의한 국내 최초 상업용 조사j 품의 위생화 및 저장가공기술의 ] 개선되었으나 아직까 

시설 설치 산업화 달성 126개 식풍품목군1 일부분은 선진국 수준에 도딜 ] 지 미흥 

약 :l)여증에 대한 방시선 조시허가 취득) 10 본 분야의 신물질/소재 개발연구 10 소비자 수용성 및 국 

o 국내에서 온 기술을 이용한 뻐년도 식풍| 듬 새로운 응용연구는 선진국1 민이해 증진사업의 진 

류 수출금액은 총액 2억 딜러(한화 2，αxl 

억원) 

o ‘07년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식풍 · 생 

명공학에 대한 방사선 이용의 국내 유일 1 

한 연구기관으로서 식풍 생명산업의 핵b 

심문제분야 대체기술 개발을 위한 RT/BTI 
NT 병용기술 연구가 수행 중에 있음 「

기술보다 우위를 선접한 상태로「 행 필요 
계속적인 정부의 연구지원으로10 정부 관계당국의 본 

2010년 | 기술 활용확대를 위한 

G5 진입 계획 정책적 지원 필요 

이를 위한 선원별/에너지준위별 

특성에 대한 DB가 없어 시급히 

수행되어야 할 것임 

% 

ω
 



라.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선진국에서는 방사선 조사식품의 수용성과 실용화에 입각하여 이들 식품에 대한 건전성(안 

전성) 및 국제 교역에서의 실용화 연구가 오래 전부터 수행되어 많은 data base를 구축하고 있 

으나 국내에서는 미비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연구에 국한되어 있다 선진국형 위생적인 제품 생 

산과 세계적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검역관리 기술 확보를 위한 Database 구축과 식풍 및 보건 

관련제품의 망사선 조사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취약한 실정이다 본 분야의 국내 

연구개말은 한국원자력연구원(방사선과학띤구소)융 중심으로 기초/기반연구 및 실용화 연구가 수행하여 

일부분의 기술은 현재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선진국의 기술개말 동향과 국제환경변화에 대응할 

수준의 집증적이고 효율적인 기술개발이 시급히 수행되어야 한다 

口 국내 · 외 기술수준 비교 

국내기술수준 

핵심기술 비교국명 
현단계 

(‘07) 
근거 

방사선 이용 식량자원의 위해 G7 80% - 몬 기술관련 국외 (SC I ) 학술 

안전성 및 저장 안정성 확보기 (80%) 논문 게재 및 발표 현황분석 

술 개발 결과 

국제 식품교역의 검역기술로 G7 국가 20% - ICGFI/RCNVVTO 등 국제기구 
서 망사선 조사기술 개발 및 중국 인도 보고를 통한 국제적 동향/기술 

이용 (60%) 정보 수집분석 결과 

마. 앞으로의 전망 

방사선 식풍공학기술은 '80년대 초반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초/기만연구 수행 0 1 

'" 기 
술이진으로 ’ 87년 국내 최초 상업적 감마선 조시시설 1기가 건설， 2001년 감마산 조사시설 1 기 

신규성치로 현재 2기의 상업용 다목적 망사산 조사시설이 가동중이떠 '87, ’91, '95, '04년 4차에 

걸쳐 보건복지부로부터 26개 식품품목군 약 30여종 식품에 망사신 조사허가를 취득I 일부 품목 

늘이 상엽적으로 감마션 조사되고 있음 이와 겁이 본 기술은 일부분이 현재 선진국 수준에 도 

달되어 있고， 본 과제를 산 • 학 · 떤이 연게하여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면 본 파제수행의 마지 

막 단세에서는 대부분의 기술이 선진굿 수준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디， 위생적 품질관리가 

짙대직으로 요구되는 가공식품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분말 및 건조식품과 수출용 가 

공식푼에 적함한 살균， 살충 방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국내 - 외 식품산언에시 식푼조사 치리 

기술의 요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기존 깎역관리 및 자곡 해충 방제에 훈증제로 시용히고 있 

뉴 mcthy l brom ide 등이 오존층 파괴꽉짙로 규정되야 본트리흘 흰경현약에 의해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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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005년까지 20%감축하고 2015년 전면 금지키로 하였으며， 선진국의 경우 1999년 25%, 2001 

년 50%, 2003년 70% , 2005년 전면 금지키로 하여 그 대체방법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므로 그 수요는 크게 늠어날 전망이다. 기존 살균제나 방부제로 널리 

쓰이고 있는 물질들이 인체 보건학적 측연에서 신경장애는 물론 발암성까지 일으켜 그 이용이 

정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비자틀의 경2.)심으로 방부제 첨가된 식풍은 점차 시장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분말상태의 원료나 가공식풍과 냉동 · 냉장식품은 살균처리에 있 

어 현재의 방법으로는 망사선 조사에 의한 살균처리 밖에 선택할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무 

균공정이나 무방부제 제품 생산을 위한 펼수 불가결한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처리방법이 선택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현재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조사는 화학살균제나 가열살균을 적 

용할 수 없는 제품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특히 수출용 가공식품 생산업체나 

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접관리) 시스탱을 도입하여 가공 

원료의 미생물 기준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납풍하는 일부 식품가공원료 생산업체가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 식품의 년간 방사선 처리량은 약 2천여톤 정도이다 최근에는 본 시설 

올 이용하는 업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위생적 품질관리가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가 

공식풍의 대량생산체제에서 현실적으로 분말 및 건조식품과 수출용 가공식품에 적합한 살균， 

살충방법이 미비한 상황이므로 국내외의 식풍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 

은 당연한 현상이다 현 식품산업에서의 문제핵심기술 해결과 WTO/FTA 대비플 위한 방사선 

식품공학 기술의 이용확대 전망은 국내 · 외의 추세로 볼 때 크게 기대된다 

그 이유로는 

1) 식풍의 살균， 살충 동에 사용되는 화학훈증제의 사용이 세계적으로 점차 금지되고 있고， 

국가간 교역에서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질 것이기 때문임 

2) 식풍조사 시설은 의료용품， 화장풍류， 식풍포장용기 멸균 둥 산업적으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l현재 세기) 52개국에서 234 

여기 가동(2005년 lAEA, GIA Reoprt) ], 언제든지 사용이 용이하기 때문인 

3) 소비사들은 식푼의 위생적 흑면윤 디욱 중요시할 갓이고/ 특히 개만도상←극으로부터 원료 

륜 주로 수입하여 가공/생산되는 면의식퓨과 수인식품에 대해 높은 수요감 1'-일 것이므 

로 새로운 식품가공I 저장/위생화 기술의 펼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시 때문임 

식품산엮에서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이플 산엽의 간전한 발전을 위해 〕ι디 석낙직이고 긍 

정적인 지세로서 정부주도하의 중분한 예산， 인력지원으로 연구새발과 산엄화 ，]반을 디져 나 

간으로써 국내기술 자립화와 식품산엽분야에서 줌분한 국제 경쟁력 확보 및 j:비시와 생산자 

의 안진파 이익 보상은 을 다국민원으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이 샤 우리의에도센에 

말맞은 신기술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유 갓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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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내용 

1. 연구 내용 및 범위 

가. 주요 교역국의 방사선 조사 실용화 실태， 검역관리 기준 규격 확보 

1) 미/ 중/ 인도， EU 둥 주요 수출입 교역국의 조사식풍 현황 분석 

2) 각국의 검역관리 실태 파악 

3) 검역관리 표준화를 위한 국제 연구협력기반 조성 

나. 국채기준(CODEX)에 맞는 방사션 조사 검역처리 표준 지침서 (SOP) 발간 

1) 주요 교역식품군(과채류， 향신료/ 곡류/ 가공식품류)의 SPS/TßT 해소를 위한 국내 표준 

(SOP) 설정 

2) CODEX 기준에 부합하는 SOP 설계 및 협력국간 표준화 공동연구 

3) 방사선 조사 검역관리 표준지침서(안) 발간 

2. 연구 땅범 

1) 국제 방사선 식품조사 현황， 조사식품의 수출입 동향 및 식품 검역처리 자료 확보륜 위 

해 참여연구원이 직접 주요국가(미국/ 중국， 인도， 유럽 [l AEA])에 방문하여 현지 실태 조 

사 및 국재 진문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진하고/ 국제기구 (l AEA-RCA)에서 추최하는 

“방사선을 이용한 식푼 김역처리 기술” 전문가 교육훈련 (I nternation Expert Training 

Course) 과정을 이수를 통해 세계 각국의 최신 자료 수집 및 정보 교환 

2) 방사선 조사 식품 관련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수출입 식품 겁역관리 기술 

에 대한 자문/세미나 개최 빛 국내 검역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l 산엽체 전문가 자문 

3) 기타 본 연구와 관련된 랴제기구(FAOj I AEA RCA, CODEX) 및 주요 교역 대싱굿과 기티 

연구기관을 통한 기초/최신 자료， 산엄화 관떤자료 및 기술정.!.L 수선 

4) 국재 정보 및 국내 수출입 식품류의 검역관리 채겨l 파악하여 굿내 실정에 적합히고 

WTOjFTA 채제에 부합하는 망사선 조사 수출입검역관리 표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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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 결과 

1. 국제 농산물 검역 환경의 변화 

농산물의 검역기술로서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훈증제 (Fumigant) 동의 화학약품 처리는 효과， 

비용l 건전성 및 환경적 측변으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적용분야의 재한을 받기 시작했다 

(14) 훈증 방법에 의해서 식품에 오염된 곤충이나 해충의 알(잉~)을 파괴 시킬 수 있으나 제품을 

멸균시킬 수는 없다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훈증방법에서는 e thy lene ox ide(EO)와 methyle 

bromide(MeB r)를 사용하는 젓이다 EO는 발암 유발 물질로 알려져 1991년에 EU에서 사용이 금 

지되었고 미국에서는 검토 중이다‘ MeBr은 대기의 ozone을 파괴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 

또 하나의 훈증방법으로서 sulfur d iox ide (Sα) gas를 사용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아직도 시험 

평가 중이다 이와 같은 훈증 방법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장해는 대체 기술의 필요성올 강력 

히 시사하고 있다 1986년 UNEP의 의결로 발효된 MeBr의 사용 규제는 농산물- 교역에서 관리기 

술의 변화를 예고하였다(표 5) 

표 5. Methyl Bromide의 사용 규채/금지 사항 

국가 규제랑 (시행년도) 

선진국 
25% (1999) 

50% (2001) 

70% (2003) 

전면금지 (2005) 

개발도상국 20% (20051 

전면금지 (2이 5) 

(UNEP, Montreal Protocol , 1986) 

국내의 경우， 증가하는 수입 농산물의 미생유이니 해충을 제어하기 위한 망 l갑으로 화학 훈증 

세름 사용하고 있으나 국제 규정에서 제시하였듯이 20]5년 이후에는 훈증제의 사용이 금지되기 

때문에 식문검역 분야에 대안 기술(A lterna ti ve tec hnology)이 필요한 실정이디 (1 4) 죄근 lPPC은 

식문검역에 1앙사선기술의 이용에 관한 곽재기준에 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휘으로써 과일류 수출 

엮 낀역에서 훈증제나 화학보존재의 대새 시??로시 방사신기술이 농산퓨 무역에 유용이 사용될 

깃으로 지밍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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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 Mante Foods, Philip MorrisjKraft 및 Mitsu b ishi와 같은 다국적 기업은 세계적 위치를 

굳히기 위하여 방사선 조사를 선호하고 있다 세계적 식풍기업은 노동력이 싸고 농약을 많이 

사용하지 않은 열대지역의 과실과 채소류에 주목하고 있다‘ 주요대상국은 중국， 브라질， 남아프 

리카/ 필리핀， 칠 레/ 아르헨티나， 태국과 멕시코이며 산진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캐나다 

를 포함하여 방사신 식품조사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수출용 과일에 대한 

방사선 조사는 과일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고l 과일파리(Fruit fly)와 같은 유해한 해층을 제거하 

여 TBT로 되어 있는 유해 미생물의 반입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 검역기술로서 인정되 

어 방사선 조사된 과일이 세계 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술은 식풍 공급의 산 

업화와 관련기구 활성화를 촉진하며 세제적으로 식량 교역을 증가시키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 

선과채류의 편의성과 영양적 가치 때문에 그 소비가 해마다 중가하고 있고 부족한 공급과 다 

양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미국， 남미， 중국을 비록한 동남아시아 국가로부터 수 

입이 중가하고 있으나 훈증제 사용 금지 후 이를 대체할 기술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가. 방사선 식품조사 국재시장 규모 분석 

2005년도 국제 방사선 식품조사 시장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방사선 조사된 식품 및 농산물 

은 총 405，000톤이고 경제적인 가치로는 24억 달러 규모였다(14) 이 중에서 45%(183，000톤)가 아 

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생산되었고 29%(116，000톤)가 미주지역에서， 22%(90，00톤)가 아프리 

카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4%(15，000톤)가 EU지역에서 각각 생산되었다 경제적 규모로는 미주 

지역이 16억 달러/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지역에선 4억 7천만 달러， 아프리카와 우크라이나가 2억 

달러， EU의 1억 달리에 해당한다 또한 살균을 목적으로 방사선이 조사된 양념류나 건조된 야채 

류는 186，000톤 (46%) 이었고 방사선을 조사하여 살균된 곡류나 과일류 그리고 육류나 생선의 양 

은 각각 82，000톤(20%)과 32，000톤(8%) 이었다 마늘이나 갑자의 경우는 88，000톤(22% )이 망사선 

이 조사되었고 건강보조식품1 버섯/ 꿀과 같은 기타 식품 중 17，000톤(4%)이 방사선에 조시된 후 

유통되었디 (15) 

냐. 주요 농산풀 수출국의 캠 역활용 사례 

1) 미국 

농산물 수출입 검역관리할 위한 방사선 조사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서 주로 수행 

하고 있으며 망사산 조사시설(엮체)과 관련 규정은 USDA 산하 미국 동식물검역소(APHI S)에 의 

해 핀리되고 있다 신선 과일류의 방사선 조사는 150 - 400 Gy의 홉수선량에서 실시하고 있다 우 

수 방사선 조사 절차(Good Irradiation Practice, G I P)에 따른 조사선량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한 

dosimetry와 검익관리 기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방역과 검역 관리에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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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태국 

2006년 태국은 방사선 조사한 과일류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의 수입 조건에서 

과일은 곤충류와 식볼 해충 구제를 위해 400 Gy로 방사선 조사하여 검역처리하고 수출하도록 

계약하였으며/ 미국 정부가 인중한 엽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식불위생 중명서에 따라 수출국 

검사중멍서에 부기하여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고 litchi의 경우， litc hi에 상해를 인히는 곰팡이 

PeronophytllOTa Iichii가 제거되었음을 수출국 검사증명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3) 백샤코 

2008년 멕시코 정부는 구아바， 감율， 망고 둥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입 기준을 마련 

하였다 구아바는 최소 400 Gy의 방사선 조사를 해야 하며 선적 물풍은 멕시코 국립식물검역소 

(NPPO)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인도 

2007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인도산 망고는 400 Gy의 방사선 조사가 요구된다‘ 

Cytosphuern mang싸rae， MucropJ /OlI1u mungifern 같은 곰팡이류와 세균의 일종인 Xantho ll1onus 

cumpestns pv 의 미국 내의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 

다. 농산물 검역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전망 

훈중제를 대체하기 위해 대안 제시를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제성이디‘ 방사선 조사 

는 기존의 방법들보다 위생화 111 용이 25 - 55 달러 jTon 으로 다른 처리방법들(50 - 600 달러 

jTon)에 비해 경제적이다(1 6) (표 6) 

표 6 식물 위생화를 위한 깅재성 "1 .ill 

Treatments USSfTon 

Hot water 250 

Steam treatment 200 - 250 

Refrrgeration 46 • 600 
Controlled atmosphere 50 - 600 

Irradiatlon 25 - 55 

식흘검역을 위한 방사선의 이용은 IPPC에 의해 ~I 새 국지!직으로 승인이 되어 있고(1끼/ 농산 

품이 수입되기 전 시선량(<1 kGy)의 망시신 조사만으파 과일 FE논 새소류에 상핀없이 모는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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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을 구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다른 살충방법과 달리 적다(표 7) 따라서 

확실한 처리를 통해 해충을 미리 사멸시켜 놓으연 수입 통관 시 반복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 

문에 검역이 매우 빨리 진행된다(17， 18). 

표 7. 방사선 조사가 이용되고 있는 농산물과 이용 선량 

농산물 조사선랑(Gy) 수출국가 

Mangos 400 인도 

Litchi. longan. rambutan mangosteen 400 태국 

Dragon fruit 베 E 남 

Guavas. mango 150 멕시코 

Grape. strawberry. mushroom <400 미국 

Litchi. mango. papaya. logan <250 호주 

농산불의 안전 검역을 위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FAO와 IAEA는 합동 

으로 국제 전문가 공동연구 사업을 수행하여 왔다 이 활동을 중심으로 방사선 조사기술 적용에 

관한 규정은 FAO/IAEA/WH。의 후원 하에 설립된 ICGFl에서 각국 정부에서 지정한 방사선 식 

품조사 전문가로 구성된 그룹이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의 R&D 성과와 결과의 평가룰 수행하였 

고， 회원국과 국제기구에 방사선 조사기술의 적용에 관해 권고하여왔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게 

회원국 간의 규정을 단일화하 긴방사선 조사된 농산불의 교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자료들을 수집하 간평가 분석한 정보를 제공하여 왔다(19) 우리나라도 1998년 FAO/IAEA 

Workshop(서울， 1998년 4월)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lAEA 회원국과 Codex 기준에 맞게 자국내 

규정을 일치하자 간합의하여 2004년 5월 식품공전의간방사션 조사식품 규정을 Codex 범주로 재편 

하였다 그러나， 신선 야채와 과일과 같은 주요 교역대상 농산물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간의지 않 

아 WTO처l 제에서 동님아시아와 농산물 주요 수출국과의 FTA/DDA 통상교섭에서 매우 불리한 

입장에간의을 수간의고， TBT 판정에간따른 붙이익을 입을 수간의디 따라서/ 무조건적인 수입허용으로 

인한 국내 농엄기반을 붕괴시키지 않으떤서1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 간또한 우수간농산불을 수출할 

수간의는 혜안이 D}런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부터 시행할 Meßr 진면 규제에 따른 준비기간이 

매우 짧다 통상의 문제는 이제 농업， 식품 산업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산업전체에 결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이제는 기술적 오해와 볼이해에서 벗어나 국제적 활 

용에 대해 냉정히 관찰히고 준비하여야 할 것이디 망시선 조사기술은 완벽한 검약관리 기술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당변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덤딩할 수 있는 국가가 보유한 기술 

인 것이다 

- 45 -



라. 시사접 

수입 농산물의 안전과 식량안보의 확렵/ 국제 교역에서 국익과 경제성/ 화학 훈증제의 대체기 

술 마련으로 인해I 국제적으로 방사선 조사기술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1 국내에 식물검 

역 분야에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소비자 수용성도 낮기 때문에 농 

산불 교역에서 국제적 마찰이 우련된다 물론 무작위로 수입 농산불을 받아들일 수만은 없다 국 

내 농업기반의 안정을 꾀하면서y 국제 교역환정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국제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정보의 획득/ 지속적인 연구개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사선 조사기술과 같은 국제적인 요 

구에 부응하는 기술의 획득과 적용으로 국내 의 우수 농산품을 수출할 수 있고I 그 시장은 넓게 

펼쳐져 있다. 

2. 수출업 식품류 검역에 관한 방사선 조사기술 기준 

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 

1) Codex Standard Revision (2003) 

。 최소 홉수선량은 기술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야 하고/ 최고 홉수선량은 소비자의 안전성， 

w holesomeness 또는 기능적 특성 및 관능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한다 

。 최고 홉수선량은 기술적인 목적을 위하여 10 kGy 이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2) Codex General Standard for lrradiated Food 

。 1983

- Codex issued a World Wide General Standard for Irrad ia ted Foods 

Codex Recomlllended Code of Practi ce for the Opera ti on of Rad ia tion Facilities fo r 

thc Trea tment of Food 

。 2003

- 개정된 안을 발행 

Codex Rccolll lllcnded Inte rna ti ona l Code of Practice fo r Rad ia lion Processing of Food 

3) 보고 요구사항 

。 조사 시설에서는 서면 보고샤릎 BFAD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초로 직성해야 힘 

- 이듬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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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기 간 (1-12월) 

- 처리된 식품의 설명 

시료 처리구 및 조사 날짜를 포함한 처리된 식품의 정보 

나.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 

(1) 해충 유업을 막기 위한 방법 

。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았딘 지역으로 농산툴이 수입되기 전 가열/ 냉장/ 방사선 조사 및 

훈증 처리와 같은 식물위생 처리를 통해 병해충의 숙주가 되는 농산물의 해충구제 작업 

。 가열/ 냉장/ 훈증 처리가 농산물의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1 방사선 처리는 과일 

또는 채소류에 상관없이 모든 해충들을 구제할 수 있고/ 제품의 풍질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 이온화 방사선은 농산물을 옹도 변화 없이 빠르게 통과할 수 있고1 대부분의 농산물들은 

벙해충의 제어를 위해 필요한 선량 범위에 대해서 충분한 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 

과적(Morris and Jessup, 1994, Thomas, 2001) 

。 현재 가열/ 냉장 및 훈증처리 방법들은 농산물의 품질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병해충을 죽일 수 있는 쪽으로 개발되고 있다(Pa ull ， 1994, Wall, 2008) 

(2) 방사선 조사의 이 용 

。 다른 살충방법과 달리/ 방사선은 안전한 검역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조사처리 

할 필요가 없음 

。 따라서 확실한 처리를 통해 해충을 미리 사멸시켜 놓으면 수입 할 때 반복처리를 하지 

않아도 됨 

。 그러나 허용된 션량으로 조사처리 되었다는 확인증만 포장 시 동봉히면 됨 

。 방사선 처리 기술은 해충으로부터 안전성을 획보하기 위해 충분한 여유를 두되 허용 가 

능한 최소한의 선량으로 조사가 되어야 하며，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 

O 방사선 처리는 식물 위생 확보를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이 아니디 (Follett and 

Neven, 2006) 예를 들어/ 일본/ 대만과 유럽연합은 식물 위생 처리 기술로서 방사선 조 

사를불허용 

(3) Phytosanitary measure로서 의 이용 

。 방사선은 J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 ti on에 의해 현재 국제적으로 승인이 되 

어 있 다 (FAO, 2003) 

。 그리고 현재 이용되는 자리법을 대치1 할 수 있는 기술로샤 많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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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적용에 대해 개발된 몇 가지 기술들과 위험 요소 관리법들이 세계적인 기술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 기술에 의해 신선 농산물들의 거래가 촉진 

(4) Radio tolerance of insects 

。 곤충 중， 쌍시류(flies)， 갑충류(beetles) ， 반시류(true bugs)들은 인시류(moths， butterflies) 

에 비해 방사선 저항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Hallman， 2000, Bakri et a l., 2005) 반시류 

(scales, mealybugs, aphids와 whiteflies), Thysanoptera(thrips)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다 

。 방사선 저항성 해충 I ndian meal moth, Plodia in terpunctella 그룹과 Angoumois 

grain moth, Sitrotroga cereal리 la 그룹은 저장된 곡식에서 생존하는 곤충(Ahmed， 2001 , 

19natowicz, 2004). Angoumois grain moth는 500 Gy에서는 번식이 가능하지만， 600 Gy 

에서는 완전 사멸(Ignatowicz， 2004) 대부분의 곤충들은 300 Gy 이하의 선량에서 제어 

가능 진드기류의 실험에서 몇 몇 종들이 이온화 방사선에 상대적으로 내성을 가진 것 

으로 나타납 소수의 연구들에서 100% 사멸을 위한 예측 선량의 확인을 위해 대규모 실 

험이 진행(아례에서 논의) 

(5) Methodology for developing irradiation guarantine treatments 

。 식물 위생 처리로서 방사선 조사의 목적 

- 수입되는 농산물 또는 그 속에 존재하는 해충을 제어하기 위한 검역 안보의 제공 

。 농산물 내 해충 번식을 제어하기 위한 방사선 조사의 이용 

만약 농산물에 다양한 종들의 해충들이 증식하고 있다연/ 방사선 연구는 검역 대상인 

해충들의 방사선 저항성에 관하여 심도 깊게 수행되어야 함 

- 또한 검역 안보를 위해 한 번의 조사로 완전 사멸 가능한 선량이 결정되어야 함 

- 농작물에 출현하는 해충들의 방제를 위한 연구 중I 성충의 발생 또는 번식을 막는 것 

이 목적이라면/ 방사산 저항성 연구가 반드시 필요 

- larva(또는 nymph), pupa, 성층에 관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음 

(6) 농산물에서의 성총 

。 농산불에서 성충은 자주 발견(c.g. Follelt, 2006a) 

。 농산물에서 성층이 발견되는 시기에 해충의 저항성이 가장 강해지며/ 살충을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 또한 해충들의 교배시기가 되이도 마찬가지임 

。 수컷은 보통 암컷보다 저항성이 더 강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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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에 필요한 선량보다 약간 낮은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된 수컷/ 비조사 수컷과 암컷을 

비교해 보면 어느 쪽이 더 저항성이 강한지 알 수 있음(Follett and Lower, 2000) 

。 광범위한 확인 실험에서， 수컷과 암컷을 조사처리 하기 전 교배시키고/ 암컷이 알을 낳 

도록 함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한 후/ 생존한 수컷과 암컷을 한 곳에 모아두고y 교배를 시 

키고. 성충인 암컷을 멸균선량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종종 알을 부화(특히/ 성충이 

조사될 당시에 알을 품고 있을 경우) 그러나 해층의 알은 부화하지 않거나/ 부화한 어 

린 유충들은 성장하지 못함(Follett and Taniguchi 2007) 무성생식을 하는 암컷에 모든 

실험의 초점이 맞춰져 있음- 드문 경우이지만 방사선 조사된 해충은 회복될 것이고/ 그 

러므로 해충이 사띨할 때 까지 실험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 

。 많은 해 충들은 복잡한 testing methods에 기 인 한 생 활사 

diaspidid scale 곤충틀은 부착성 생활사를 가진다(식풍에 부착) 그리고 생병력이 길 

다 몇몇 해충들은 생존하기 위해 살아있는 h05t material이 필요(Follett 2006 b, c) 

。 long lived semi sessile coccid 5cale, green scale (Coccus viridi5)는 gardenia, coffee 

와 hibiscus와 같은 살아있는 host material에서만 번식‘ 방사선 조사 후 식물의 빠른 품 

질 열화로 인해 이들 해충 실험을 하기는 매우 어려움(Hara et al., 2002). Diapausing과 

non dia pa using류의 해충틀은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다릅 그리고 서로 다른 

bioassay methods7} 필요(Hallman， 2003) 

(η 해충의 방사선 자항성 

。 해충들의 방사선 저항성을 성숙도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생육단계를 조사 선량멸 

로 측정해야 힘 일반적으로 5개 선량에 대해 5반복으로 30 50，종의 해충들을 실험에 사 

용 이상적인 저항성 결정 방법은 발육 단계 또는 해충의 종에 대해 사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선량보다 조금 약하게 조사한 후 실험을 진행 

。 실힘은 해충들의 생태학적인 측띤을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하고/ 가능하다면 각각의 해충 

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농산볼 내에서 실험되어야 힘 왜냐하연 저산소 조건에서 방사선 

저항성이 증가하는데/ 과일 내부는 저산소 조건이고 유충들의 대부분이 과일 내에서 번 

식하기 때문(Folle tt and Armstrong, 2004, Hallman, 2004) 

。 <간약 인위적으로 해충틀을 농산물에 접종힐 경우， 해충들을 자연스럽게 혹은 선호하는 

부분에 접종해야 하고/ 방사선량게도 해충이 위치한 곳에 정확하게 위치시켜 흡수선량 

을 측정하여야 함 

o Once dose response tes ts는 완벽해야 하고， largc scale tes ts는 100% 살충할 수 있는 

선량으로 조사하되 저항성이 가장 강한 life 5ta ge에서 수행되어야 합 h05t material에 

전종할 경우 자연적으로 기생하는 해충 수 만큼 접종해야 히고/ 그 후에 방시선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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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됨 

。 대조구의 사멸률이 20% 이하라고 하지만/ 야생 또는 농산물에 자연적으로 기생하게 되 

는 해충들의 사멸률은 조금 더 높음 

。 poor hosts, control과 test lTIsects는 treatrnent를 위해 host내부로 삽입되고1 그 때 생존 

률을 높이 기 위 한 diet를 공급한다 

(8) Covariance analysis 

。 stages 또는 종들 간의 반응을 비 교하기 위 해 사용 

。 각각의 그룹에 대해 적함한 회뀌방정식을 요구 그래서 parallelism 시험 (dost interaction 

effect에 의한 nonsignificant stage 또는 species)은 stage 또는 species effects를 비교하기 

전에 먼저 수행 (e.g. Follett and Armstrong, 2004) 

(9) 분석 예 

。 정밀한 수준에서 검역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선량은 소규모 dose response 

tests에서 구해진 선량을 초과‘ 예를 들면， 9O Gy의 선량(900마리의 해충들 중 100% 사 

멸)은 파파야 내에 처리된 adult melon flies의 번식을 막기 위해 구해진 선량(Follett 

and Armstrong, 2004) 그러나， 다음의 large scale testing에서 120 Gy의 조사는 third 

instars와 several partia II y emerged pu pae를 사멸(50，000마리 중 1마리 만 살아남음) 또 

한， 대규모 실험에서 150 Gy로 선량을 증가시키면 96,700 마리의 해충틀이 100% 사멸 

(Follett and Armstrong, 2004) 이 사실은 선량의 확인을 위한 대규모 실험이 필요 

(10) 방사선량계를 이용 해충에 대한 방사선 조사 연구 

。 이 연구의 목적은 dose uniformity radio (DUR)을 최소회 하는 것 그러므로 dose 

response tests에서 변이를 줄일 수 있을 것임. 이것은 과도하게 살충되지 않음 정도의 

적정 선량을 구하는데 도움 

。 Gammacell 220 types (MD5 Nordion, Canada)와 같은 5mall 5cale research irradialors 

는 5mall radiation chamber volume를 가짐 그러므로 조사되는 동안 농산물 내 모든 

지역은 source와 매우 가까운 거리가 되고， DUR5는 최소화 될 수 있음(typically 1.2 미 

만) 

。 일반적으로 large sca le c0 l11mercial irradiators는 높은 DURs 때문에 dose response 

research플 수행하는데 유용하지 않음(약 3:1 정도의 오차) 

。 High DURs은 농산불의 부피와 밀도의 결과이지 방사선 조사시설의 slze와는 상관없음 

。 상엽적인 방사선 조사시설을 연구에 사용할 경우， 농산불의 깊이 (e.g. individual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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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소화해야 DURs를 최소로 줄일 수 있음 예를 들면， Follett와 Armstrong (2004)는 

전자션 가속기 (5 MeV, model TB 5/15, SureBeam Corp., San Diego, California)가 장 

착된 상업 적 인 x ray facility을 사용하여 파파야 내 fruit fly larvae에 방사션 조사 이 

때， DUR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층이 접종된 과일을 beam에 수직 방향으로/ 횡렬 종대로 

조사를실시 

。 산행 연구에 의하면I nletal carrier의 floor 9-} side에 가까울수록 조사 선량이 낮아짐 따 

라서 과일이 담긴 tubs을 carner의 정 중앙에 위치시켜 조사 이 연구를 통해 DURs는 

균일하게 1.2 미만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Follett와 Armstrong, 2004) 

「D 



표 8. 2008 신선 과일의 식물 검역처리에 대한 방사선 처 리 승인 

수출국 (과일， 주) 수입국 선량 (Gy) 

오스드레일리아 j 망고，파파야 뉴질랜드 150. 250 

Abiu, Atemoya, 바나나， 빵나무， 오럼 자， 감율류， 

미국 (하와이) I 용과， 바라밀， 리 치， 용안， 망고， 앙고스틴， 미국 온토 150, 400 
멜론 파파야‘ 파인애플 사포딜라 

• 

인도 디。L:iJ. 미국 400 

인도 ~.J τLl 호주 400 

엑시코 구아바， 감굴， 망고 미국 400 

태국 리치， 용안， 람부탄， 망고， 망고스틴， 파인애플 미국 400 

베드남 용과 미국 400 

표 9. 아시아 태명양 지역에서 포도에서 검출될 수 있는 검 역해충 

-I- 과 이름 
--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Bacrocera neohumeralls 과실파리과 Lesser O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tryonl 과실파리과 Oueensland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Eρiphyas postvittana 잎말이나밤과 Light brown apple moth, Grape phylloxera 

띠
 
ι
 



표 10.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litchi의 검역 해충 

나라 증 
과 이 름 

(From. to)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 l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lIy 

미국 본토 
Cryptophlebia illepida 잎말이나방과 Koa seedworm 

Cryptoplebia ombrodelta 잎말이나방과 Litch i fruit moth 

Epiphyas postvittana 잎말이나망과 Light brown apple moth 

옥응애과 Criophyes litch i Litchi 띠st mite 

B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lIy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Ceroplastes rubens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Coccus viridis 일끽f지벌레 Green scale 

대만 미국 
Conopomorpha sinensis 잎말이나방과 Litchi stem end borer 

Cryptoplebia ombrodelta 잎말이나방과 Litchi Iruit moth 

Deudorix epijarbas 부전나비과 

Dysmicoccus neobrevipes 가루끽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Planococcus lilacinus 가루끽지벌레과 

Planococc니 s mlnor 가루끽지벌레과 

표 11.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longan의 검역해충 

나라 종 l 
과 이름 

(From To) 

B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fly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Iruit Ily 

Ceratitis cap 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Ily 
미국 본토 I Cryptoplebia ombrodelta 잎말이나방과 Litchi fruit moth 

} cysmlCC C Cus neobreV1pes 가루끽지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Criophyes litchii 흑응애과 Litchi rust mite 

Maconel licoccus hirsutus 가루끽지벌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Bactrocera correcta 과실파리과 

Bactrocera dorsa lis 과실파리과 Oriental Iruit lIy 
Ceroplastes rubens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Conopomorpha sinensis 잎말이나방과 Litchi stem end borer 

대만 미국 
Cryptoplebia ombrodelta 잎말이나방과 Litchi fruit moth 

Deudorix epijarbas 부전나비과 

Drepanococcus chiton 가루끽지빌레과 

멜mlcoccus neobrevlpes 가루끽지 빌 레 고: f Grey pineap미e mealybug 
Planococcus lilacinus 으}루깐지벌레과 ) 

Planococcus minor 가루깐지 벌 레 과 

여
 씨 



표 12. 아시아 태명양 지역의 앙고 검역 해충 

나라 증 

(From to) 
과 이름 

..... 뉴-
8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Ily 

하와이 T 

Ceratitis capi떠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미국 본토 

Sternochetus mangi띤rae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뉴-

Stemochetus fngidus 바구미과 Mango pulp weevil 
뉴 

Sternochetus mangi끼erae 바구미과 Mango seed ‘Neevil 

Stemochetus olivien 바구미과 

8actrocera carambolae 과실파리과 Caribbean fruit Ily 
r- ~ 

8actroceηa correcta 과실파리과 

b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Ily 
-

bactrocera doι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 

8actroceιa papayae 과실파리과 Papaya Iruit Ily 

8actrocera tuberculata 과실파리과 

8actrocera zonata 과실파러과 Peach Iruit Ily 

대만 Ceroplastes rubens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미국 Coccus viridls 밀끽지벌레 Green collee scale 
• 

Aulacaspls tuberculans Diaspidididae 

Pseudaonidia trilobitiformls 짝지벌레과 

디ysmicoccus neobrevipes 가루끽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Planococcus lilaCli7us 가루끽지벌레과 

ι1aconellicoccus hirsutus 가루끽지별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 

Nipaecoccus vindis 가루끽지벌레과 
• 

Planococcus lilacmus 가루끽지벌레과 
• 

Planococcus mlnor 가루끽지별레과 

Rastrococcus splnosus 가루끽지빌레과 

Phomopsis mangiferae 진균류 

Amblypelta lutescens 허리노린재과 Banana spotting bug 
호주 

뉴질랜 I Amblypelta nitlda 허리노린재과 Frult spotting b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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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onidiella orientalis 끽지벌레과 Oriental yellow scale 

Aspidiotus destructor 끽지벌레과 Coconut scale 

Aulacaspis tubercularis 끽지벌레과 Common mango scale 

Bactrocera jarvisi 과실파리과 Jarvis’ fruit fly 

Bactrocera aquilonis 과실파리과 Northern territory fruit fly 

Bactrocera cucumis 과실파리과 Cucumber fruit fly 

Bactrocera frauenfeldi 과실파리과 Mango fruit fly 

Bactrocera kraussi 과실파리과 Krauss’ fruit fly 

Bactrocera murrayi 과실파리과 

Bactrocera neohumera/is 과실파리과 Lesser O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opiliae 과실파리과 F alse oriental fruit fly 

Bactrocera tryoni 과실파리과 Oueensland fruit fly 

Campylomma liebknechti 장님노린재과 Apple dimpling bug 

Ceratitis cap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Ceroplastes rubens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Chionophasma fimbriata 독나밤과 

Clumelia euthysticha 밤나방과 Small mango tipborer 

Chrysomphalus aonidum 끽지얼레과 Florida red scale 

Chrysomphalus dictyospermia 끽지벌레과 Dictyospermum scale 

Coccus viridis 밀끽지벌레 Green coffee scale 
‘ 

colagaroides acuminata 선녀벌레고} Mango planthopper 

Conogethes puncti끼eralis 명나망과 Yellow peach moth 

Cryptoblabes adoceta 영나망과 False blossom moth 
-+-

Cryptop/JIa immersana Tortricaidae Ivy leafroller 

Deanolis albizonalis 명나망과 Mango fruit borer 

Dlrioxa porma 과실파리과 Island fruit fly 

Dudua aprobola 잎말이나밤과 Leaf curling moth 

Eucyclodes pieroides 자나빙과 Blzarre looper 

Eudocima fullonia 밤나방과 Fruit piercing moth 

EudoClma materna 밤나방과 Fruit piercing 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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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docJ!77a salaminia 밤나방과 Fruit piercing moth 

Eudocima tyrannus 밥나방과 Fruit piercing moth 

Franklimella schultzei 총채벌레과 Flower thrips 

Helopeltls clavifer 장님노린재과 Mosquito bug 

lcerya aegyptiaca 이세리아끽지벌레과 Egyptian fluted scale 

Idioscopus clypealis 매미충과 Mango hopper 

Idioscopus nilidulus 매미충과 Mango hopper 

Ischnaspis longirostris 끽지벌레과 Black thread scale 

Isotenes η7lse.ιana 잎말이나망과 Orange fruitborer 

Lobesia sp 잎말이나방과 European grape berry moth 

Monolepta australis 잎벌레과 Red shc 니 Idered leaf beetle 

Monolepta divlsa 잎벌레과 Samll monolepta beetle 

Nipaecoccus vastator 가루끽지별레과 Karoo thorn mealybug 

Ophiusaa tirhaca 밤나방과 Fruit piercing moth 

Penicillaria jocosatn}( 밤나방과 mango tipborer 

Phenacaspis dilatata 과실파리과 Mango scale 

Planococcus citn 끽지벌레과 Citrus mealybug 

Pseudaulacaspis cockerelli 과실파리과 Cockerell's scale 

Rastrococcus sp 가루끽지벌레과 Rastrococc니 s mealybug 

Rhyparida limbalipenms 잎빌레과 Brown swarming leaf beetle 

Saissetia miranda 끽지벌레과 Mexican black scale 

Selenothrtps rubrocinctus Tnpidae Redbanded thrips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Bactrocera caryeae 과실파리과 

Baclrocera correcta 과실파리과 

B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fly 

인도 
Bactrocera diversa 과실파리과 

+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미국 
‘ 

Bactrocera tau 과실파리과 Pumpkin fruit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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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호주 

Bactrocera zonata 과실파리과 Peach frui t fly 

Sternochetus frigidus 바구미과 Mango pulp weevil 

Sternochetus mangiferae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A ulacaspis tubercularis 끽지벌레과 

Parlatoria crypta 끽지벌레과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짝지벌레과 
} 

Ceroplastes rubes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Coccus viridls 밀짝지벌레 Green coffe scale 

Actinodochium jenkinslÏ 큐} 

cν'/osphaera mangiferae 큐」 

Hendersonia creberrima 균 

Macrophoma mangiferae 균 

Phomopsis mangiferae 큐」 

Xanthomonas campestris 
박테리아 

p v. mangl끼eraeindicae 
4 

Sternochetus frigldus 바구미과 Mango pulp weevi l 
• 

Sternochetus mangiferae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Bactrocera caryeae 과실파리과 

Bactrocera correcta 과실파리과 Guava fruit fly 

B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frui t fly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 t fly EP 

Bactrocera invadens 과실파리과 Asian fruit fly 

Bactrocera tau 과실파리과 Pumpin frui t fly 

Baclrocera zonata 과실파리과 Peach fruit fly 

Abgrallaspls cyanophyl/I 끽지벌레과 Cyanophyllum scale 

Parlalona crypta 끽지별레과 Mango white scale 
←→키 

Ferrisla malvaslra Pseudococicdae Malvastrum mealybug 

Ferrisia virgala Pseudococicdae Stnped mealybug 

Planococcus lilacmus Pseudococicdae Coffee mealybug 

Raslrococcus lceryoldes Pseudococicdae Downy snowline mealybug 

7 l R 
J 



Rastrococcus invadens Pseudococicdae Mango mealybug 
F 

Rastrococcus spinosus Pseudococicdae Philippine mango mealybug 

Orgyia postica Cocoa tussock moth 
f-

Red banded mang。
Oeanolis sublimbalis 염나방과 

caterpillar 

Rhiplphorothrips cruentatus 총채벌레과 mango thrips 

Elsinoe mangiferae 큐」 Mango scab 

Fusarium mangiferae 균 Mango mal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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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아시아 태명양 지역의 망고스틴의 검역 해충 

나라 증 
과 이름 

(From to)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미국 Dysmicoccus neobrevipes 가루끽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본토 Maconellicoccus hirsutus 가루끽지벌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r--

Pseudococc니 s cryptus 가루끽지벌레과 citrus mealybug 

Thrips florum 총채벌레 

Bactrocera carambolae 과실파리과 Caribbean fruit fly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Bactrocera papayae 과실파리과 Papaya fruit fly 

Ceroplastes rubens 밀짝지벌레 Red wax scale 

Coccus viridis 밀짝지벌레 Green scale 

Aulocaspis tubercularis Diaspidididae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끽지벌레과 

대만 
Dysm icoccus neobrevipes 가루짝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미국 

Planococcus lilacinus 가루끽지벌레과 

Maconellicoccus hirsutus 가루끽지벌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Nipaecoccus viridis 가루끽지벌레과 
i 

Planococcus lilacinus 가루끽지벌레과 

Planococcus πllnor 가루끽지벌레과 
뉴-

Rastrococcus spinosis 가루끽지벌레과 

Phomopsis mangiferae 균 

Bactrocera carambolae 과실파리과 Caribbean fruit fly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Bactrocera papayae 과실파리과 Papaya fruit fly 

대만 
Dolichoderus sp 개미고} Black ant 

오 .A. E 리아 

Dysmlcoccus neobrev씨l뼈s I 가루끽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Pseudalaucaspis cryptus 가루끽지벌레과 CryptlC mealbug 

Tetromyrmex butteli 개미과 Black 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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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rambutan 검역 해충 

나라 증10 (From 10) 과 이름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lal fruil fly 
Ceralitis cap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l fly 

-r-
Ceroplastes rubens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미국 본토 Coccus viridis 밀끽지벌레 Green scale 

Dysùnicoccus neobrevipes 가루끽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Frankliniel/a schultzei 총채벌레과 Ye llow flower thrips 

Maconellicoccus hiιsutus 가루끽지벌레과 Pink hiblscus mealybug 
Bactroceι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lal fruil fψ 
Bactroceιa papayae 과실파리과 Papaya fruit fly 

Cataenococcus hispldus 가루짝지벌레과 

Ceroplastes rubens 끽지벌레과 Red wax scale 
•-

Conopomorpha cramerella 잎말이나방과 Cocoa pod borer 
대만 미국 Dysmicoccus neobrevipes I 가루깐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Maconellicoccus hirsutus 가루끽f지벌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Paracocc，αωu떠us mte 피꾀t루 
Planococcus lilacinus 끽지 벌 레 과 

Palnococcus minor 가루끽지벌레과 

(11) Probi t 9 trea tmen ts 

。 방사선 처리가 검역 안보를 제공해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얼마나 많 

은 해충들이 사용되어야 하나? 농산물을 나라 간에 거래하는데 있어서 검역 시스 

탱 개발을 위한 표준화된 연구 절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 

C dose response, large sca le validation tests 그리고 다른 연구들에 있어서 필요 

힌 해충들의 수는 pest, crop 및 counh'y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미국에서는 수확 전 농산풍에 대한 해충 검역을 높은 수준으로 히기 위하여 필수 

적으로 9가지의 평가 및 수행을 권장 probit analys i s란 통겨1 방식에서 유래된 신 

랑상호관계에서 유래 이 통제적 방법은 level 9에서 99.9968%의 유의수준 

C 미농부성 (USDA)는 특히 tephritid 과일의 품복에서 이라한 통계방식을 사용 

probit 9 재도는 적절한 품질관리를 제공하며/ 문제되는 품복에 대한 검역을 관리 

및 이용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볍 (Follett and Neven, 2006) 

。 probit 9의 93，613의 곤충 및 해충에 대한 95%의 신꾀 수준에서 이들을 사멸하고 

제어하기 위해서는 생존 테스트를 필히 신행 성량적인 l강법을 통해서 적절한 망 

법의 신꾀 한계수를 계산하고 생존 해충이 없도폭 해야 함 (Couey and Chew,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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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it 9의 testing의 안전성에 신뢰도가 없을 수 있지만1 념쳐나는 생필품이나 수 

입품의 증가에 따리 probit 9의 필요는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Mangan 

1997, Powell, 

29956의 모든 

호주/ 뉴질랜드)는 95% 2003) 다른 나라에서 (일본/ 

해충 및 콘충을 사멸하고 제어하는데 효과적이라고 

et al., 

사용(Couey and Chew, 1986) 일본은 

신뢰수준에서 

생각하며 이를 

진행했으며 3월 4일 300007~ 의 테스트를 

(Sprou l, 1976), 뉴질랜드는 10000 7~ 의 곤충에 대한 것을 실시했으며/ 끝으로 호주 

의 경우 누적 300007~ 의 취급 (Heather and Corcoran, 1992) 

(12) Alternative approaches 

。

。

。

。

。

。

해층의 잠재력을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부합하여 

성 에 따라 probit 9를 개 발하여 사용 

예를 들면 300 Gy의 방사선 조사는 망고 씨앗의 

도입해야 함 즉 온충에 대한 특 

바구미/ 해충 및 식품의 위생검 

사에서 땅고에 오염된 사용 (F이 lett and 

오염된 알이나 곤충들의 Gabbard, 2000) 또한 열매 

monophagous 해충을 사멸할 목적으로 

식물에 대한 여러 해충의 qJ 
"" 

제어 목적에 사용 (Seo et al., 1974, Heather and Corcoran, 1992, Folletl, 2001) 

그러나 방사선 조사는 일부 품목의 경우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즉I 방사선 선량을 낮추어 필수 품목의 풍질저하를 

방사선 따라서 덜 위험한 농산품이나 제품의 경우 

(Landolt et a l., 1984) 또는 해층이 나 여 러 

최소화 하는 

조사를 되도록 

방법들이 있음 

권하지 않음 

짝짓기 

하는 것 

오염툴들의 저항성이 낮을 때 

연구하여 나 대사의 악조건동을 이용하여 쉽게 이들을 제어하는 방법을 

이 probit 9의 분석법의 장접 

이러힌 방사선 조시의 기능은 여러 환경요인에 차이를 보임 (Vail et a l., 1993, 

Yamamura and Katsumata, 1999, Folletl and Neven, 2006). 9 probit의 rl 。
/δ 1 • 양 

적 또는 경제성 동에서 품질의 수확에 관련된 해충의 억제 및 사용에 중점을 둠 

9 probit의 사용은 겁역해야할 수나 필수적 요소에 따라 적용이 다름 (Liquido et 

a l., 1995, Foll ett and McQuate, 2001) 즉， 예를 들면， nectarines 나땅을 제어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3년된 어린 

codling 니망(애벌래)의 경우 326，625만원 규모의 캘리포니아 센 호 아킨 밸리의 

품질에서 약 힌달에 걸쳐 감염비율이 크게 증가 (Curtis et al. , 1991) 이를 제어하 

기 위해 89600킬로그랩의 과일을 결리하고 probit 9의 망법으로 접근을 시도한 결 

소드의 저 본질적으로 것은 

과 유의직으로 이들에 의한 갑염 및 피해 예방 가능 

다시 말해 실재 이들의 나빙을 제어하는데 95%의 신뢰성을 획득한 경우로 이들이 

짝짓기에 probit 9의 경우을 도입하여 상당한 효과를 검증 약 77.74%의 효과름 

획득 즉， 100의 출하량 중에 나망에 대한 probit 9 기법을 작용한디변 굉장히 낮 

은 획륜로 위힘을 망지하는 것이 가능 또힌 경리 기법 및 적절한 probit 9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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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과도한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능률적으로 이들을 제어 가능 

。 낮은 감염의 비율인 경우1 수확할 경우， 또는 수확 후 유통 중 이들이 익어가는 것 

을 이용할 경우 probit 9 기법은 효과적으로 이들을 관리 및 제어하는 방법으로 

사용 즉 probit 9 기 법 의 추가적 인 장점 이 라 할 수 있음(Follett and McQuate, 

2001) 

。 probit 9 접근법에 맞는 시스템과 여러 절차를 동시에 사용하여 능륜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음(Jang and Moffitt, 1994) 예를 들어 과얼의 운송 방식이나l 저선량의 

방사신 또는 환경적 요인을 조절하는 방법 동을 통해 제한된 유통 기한 내 효과 

적으로 해충 및 애별레 둥의 유입 차단 이처럼 probit 9의 방법은 해충을 억제하 

는 효과적인 시스템으로 사용 할 수 있음 

(13) Genetic irradiation doses 

。 일반적인 방사선의 처리는 넓은 범위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해충의 여러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으로 사용 이와 같은 연구는 단번에 나타나 사 

용하는 것이 아나라 몇 년을 연구하여 이를 토대로 작성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방 

법 

。 이러한 일반적 방사선 처리의 연구를 통해 해충을 검역하고 제어하는데 비용과 시 

간을 절약 이러한 방사선은 코발트 60을 사용하며 이 특정은 쉽게 과일을 칭투하 

여 표변에 있는 곤층을 상대로 효과적으로 제어 또한 일반적인 저선량의 조사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얄려짐 

。 해충이나 곤충들은 일반적으로 대사 및 활동을 통해 Taxonomic 또는 여러 좋지 

못한 물질을 생성해 인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예를 들어 대부분의 

파리 유충( diptera), 과일파리 (tephritidae) 또는 bactrocera 속 종류가 쉽게 과일을 

오염시키거나 품질을 저하 시킬 수 있으나 방사선 조사 처리를 통해 이를 효과적 

으로 제어 가능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효과적인 해충 제어 방법으로 사용 (Follett 

and Neven, 2006, Bakri and Hendrichs, 2004) 

。 또한 방사산 조사를 이용한 해충이 제어는 여러 요건에 영향 특히 곤충의 종류나 

수에 따라 선량이 결정 그러니 일반적인 조사는 taxon 곤충을 통해 곤충을 제어 

하고 효과적으로 이를 이 용할 

0 최근에는 일반 땅사선 조사를 과일에 처음으로 승인 2006년 1 월 27일부터 미 농 

무성에사 빈데기 빛 성인 니비꽉에 대한 구제블 복적으로 400 Gy 150 Gy를 각각 

승인 (USDA APHIS, 2006) 아래의 표 2는 일반 특정 곤충에 대한 방사선 산량 

을 나타냈으며， anastrepha, bactrocera, cerati lis, 빛 과일에 대 힌 17종의 유충을 연 

구하여 이를 제어하도독 조사릉 승인 (Hall ll1an and Loaharanu, 2002, Follctl and 

Armstrong,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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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목과의 나방 중 성충을 제외한 모든 pupae와 곤충에 대한 400 Gy의 기본 선 

량을 권장 (Follett and H allrnan unpublished report) 즉/ 최소 선량으로 조사한 

품목이 만약 하와이에서 미국 본토까지 수출이 된다면1 기본 선량으로 이를 제어 

하기에는 불충분하며 이를 검역할 추가적인 데 이터가 필요 

。 즉 400 Gy의 기본 선량으로 고구마를 수출하는데 사용하였지만 (USDA A PHIS, 

2004)연구를 통해 높은 선 량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도출(Follett， 2006 a) 즉， 150 

Gy 선량이면 충분한 것으로 판단 또한 다른 오염된 곤충에 대한 선량은 250 Gy 

이며/ 진드기는 300 Gy처럼 제어하고자 하는 해충에 대한 규제가 여러모로 연구 

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도식화 (Corcoran 뻐d Waddell, 2003) 

。 이처럼 실용적이며 비용이 절감되도록 방사선 조사를 특정 해충과 오염충에 대해 

하향 조절 그러나 이러한 선량은 모두 인정되어지기는 힘들다 즉/ 고구마에 오염 

된 해충 중 150 Gy로 조사했을 때 다른 고선량을 요하는 해충은 제어가 되지 못 

하기 때문에 400 Gy의 선량을 기본 선량으로 하여 수출/입에 사용 

。 최근 연구에 의하면 흰 복숭아는 약 150 Gy에서 제어되어 사용 즉/ 많은 연구를 

통해 흰 복숭아처럼 저 선량을 요하는 품목에 대해 정확한 선량을 구하여 수출/ 

입에 있어 비용을 줄일 계획이다 

다. 미 국 

미국에서 식품의 방사선 조사의 규제의 기본안은 Food A dditives Amendment 10 the 

Food Drugs and Cosmetíc Act (1958, Sep, 6) 

표 15. Radiation Approvals in the USA 

Food Purpose 

Mold Cont r이 

year 

Wheat Flour 1963 

White potatoes Inhibit sprouting 1964 

Pork Ki ll parasites 

Insect Control 
Increase Shelf life 

Sterilization 

1986 

Fruit and Vegetables 1986 

Herbs and spices 

Poultry 

Meat 

Bacterial reduction 

1986 

1990 

1997 

2000 

2000 

2005 

Bacteria l reduction 

Bean sprouts and seed 

Shell eggs 

Fresh or frozen mollusks 

Control of pathogens 

Control of Safmo 끼ef，김 

Control VIψrio spices and food 
borne oathooens 

잉
 
ω
 



(1) 방사선 조사선량 
。 성장과 완숙의 억제를 위해/ 신선 식품에서， not >1 kGy 

。 절지 동물의 해충， not >1 kGy 

。 미생물 살균을 위해， 건조되거나 탈수된 효소， not> 10 kGy 

。 미생물 살균을 위해1 건조되거나 탈수된 aromatic vegetable substances, not > 30 

kGy 

。 Trichinella spiralis의 제어를 위해， 신선하거나 가열처리 되지 않은 돼지고지 잔해 

at O.3kGy and not>l kGy 

。 bean sprouts and seeds의 병원균의 제어를 위해 (8 kGy) 

。 달갈에서의 Sahnonella (0157:H7)의 제어를 위해 (3 kGy) 

。 패류(e.g. oysters, mussels, c1ams, etc.)에서의 Vibro species와 식중독 병원균의 제 

어를 위해; not > 5.5 kGy 

(2) 방사선종 

。 Coblat 60 또는 cesium 137의 밀봉된 감마선 

。 10 MeV를 초과하지 않은 에너지 준위의 장치에서 발생되는 전자션 

。 5 MeV를 초과하지 않은 에너지 준위의 장치에서 발생되는 X ray 

(3) Labelling 

o wholesa le과 retail level에서 조사된 식풍은 label 되어져야 한다고 규정 

갔하 
(4) FDA에샤 허가된 포장재 

Mate rial 

Paper Kraft 

Paper , glassine , paper board 

Cellophane 

Polyolefin film , polystyrene 

Rubber hydrochloride film 

Nylon 11 

Nylon 6 

Polyethylen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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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 

10 

10 

10 

10 

10 

60 

60 



(5) Irradiation for fntit flies and seed weevils in imported fruit and vegetables 

。 APH IS는 방사선 조사 망법의 산업적 관심의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서 방사선 조 

사 방법의 평가와 방사선 조사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위한 정책을 설립 

- Generic 150 Gy fruit fl y dose ‘ Lower doses for specific fruit f1 ies 

- Generic 400 Gy insect dose: ExcJ udes mites and Lepidoptera adu Jtsjpupae 

- Hawaii regs (7 CFR 318.13) aJJ ows irradiation as an altemative to other 

trea tments 

- Import regs (7 CFR 330) a JJow trea hnent on entry 

Scientlfic name 

Baclrocera dorsalis 

Ceralitis capitala 

Anaslrepha fraterculus. 

A. suspensa. ludens. obliqua. serpentina 
Baclrocera trvoni. iarvisi latifrons 

Slemochetus mangiferae 

。 lrradia tion for certain plant pests in imported regulated articJes 

Scientif ic name 

Rhagoletis pomonella 

A. ludens. obliqua. suspensa 

Conotrachelus nenuphar 

A. serpenlma. B.jarvisi. B. tryoni 

Cytas formk:arius elegantulus. Omphisa anastomosalls. other fruit flies 

ζVdlE1 pomonela. Grapholila molesta 

라.중국 

Croptophehiebla ombrodelta . Cryptophlebla illepida 

Stenochelus mangiferae 

Fruit pests not listed above 

(1 ) 식푼의 세계적 교역 

Dose (Gy) 

250 

225 

210 

150 

300 

Dose (Gy) 

60 

70 

92 

100 

150 

200 

250 

300 

400 

。 생활 수준의 향성에 따른 고가의 식사재 소비와 중국내 부족한 식품 공감량을 낮 

추기위하여/ 또한 저임금 노동럭으로 생산뭔 농수산뭉의 수출을 위하여 WTO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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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의 FTA 체결을 진행 중 

。 국제적으로 원활한 식품 교역을 위하여 위생검역 (5 1정)과 무역관련 기술 장벽 

(TBT)을 대처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검역 기준을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올 

인식하게 됩 

。 현재 자국내에서 수입되는 식품류의 위험성 있는 생물의 검역 망법의 보강과 수출 

을 위해 요구되는 국제직인 규격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술올 확립하려고 함 

。 또한 이전까지 검역에 사용되어져 왔던 메틴브로마이드 (methy J bromide)와 에티 

렌옥사이드 (ethylene ox ide) 둥과 같은 화학적 훈증제의 사용이 국제적으로 금지 

됨에 따라 새로운 훈즈 대세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 

(2) 식풍의 방사선 기술 적용 목적 

。 식품 소재에 존재하거나 가공 공정 과정에서 오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미생물들 

의 사멸을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또한 다른 멸균 방법에 비 

하여 식풍의 이화학적， 관능적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품질을 향상 및 유지시컴 

。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저장이나 운반 중에 부패 할 수 있는 식품의 손실을 줄임으 

로써 식품의 유용성을 중대시킬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식풍 생산 비용의 안정화 

와 절감을 이룰 수 있음 

。 식품의 저장 기간을 증대시킴으로써 보다 다양한 분야와 환경에서 식품의 이용이 

가능하게 되며，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즉석 식품과 환자식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활용이 가능한 식품의 개발을 통하여 가치를 향상시키게됩 

。 또한， 식품의 저장 기간에 따른 운송 거리의 한계를 초윌 할수 있게됨으로써， 국제 

적으로 식풍 교역이 가능히게 되었고， 이윤 통하여 각 국가간의 경제적 이익의 획 

득이 가능하게 됨 

(3) 식품 조사의 장점 

。 식풍의 방사선 조사뜯 이용한 처리 기술유 ]l온 살균， 지옹 보관과 같은 종래의 

미생붙 재어 기술보다 간단한 공정엽 

G 또한 회학적 첨가제 풍윤 필요로하지 않으며， 식품 내의 온도나 촉매에 따른 반응 

을 포힘하지 않기 때문에 잔여블을 낚 시 시 않은 정정 기술임 또한 화학직 훈증 

처리 방빈과는 달러 잔유 훈증묻이 닌시 않음 

C 방시션 조사에 의힌 식퓨내 미생물 세이뉴 망시신에 의한 영향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도의 숙련된 시엮사가 펼요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변화가 적은 기술임 

C 방사신의 높은 투과력으로 인하여 이\J] 포상된 식품 생산물의 처리가 가능하여 지 

리 후 2차 오염의 문제븐 근원직으로 애션한 수 있는 기숨임 

。 방시신 조시 공정은 cold sterili za tion '상씨으로서 고온 고입이나 지온에서의 시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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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지 않고 또한 처리 과정중에 이산화탄소의 발생 양이 없기 때문에 다른 

식품 살균 방법과 경제적으로 경쟁 가능함 

(4) 국제 기관의 승인 

。 1984 식품 조사에 있어 국제적인 활동을 협력하고 있는 Consultative Group on 

Food lrradiation (ICGFl)로부터 숭인된 FAO, lAEA, WH。의 숭인을 받음 

。 1999‘ 4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식풍에 조사를 승인하였으며， 30개국 이상의 나라 

들이 상엽적인 목적으로 처리를 허용 

(5) 증굿의 조사 식품 제어 및 안전관리 시스템 

。 Net Chain Model 

- 국제 법I 규정， 기준 

- 관리 및 경영 

- 실험적 점검 

- 교육 선전 

- 회사의 자주 관리 

。 규정 및 기준 

- 관리 방법 

- 조사 식품의 위생적 기준 

- 바람직한 조사 운영의 기준 

- 조사 기관 및 선량 기준 

- 조사식품 확인 기준 

。 조사 식품의 위생관리 방법 

- 1986년 건강을 위하여 Cleared Minstry에서 1996년 개정된 법안은 기관/ 개인l 

조사식품 등의 관리방법을 제시함 

。 조사 식퓨의 위생기준 

- I AEA의 권고에 따라 Jtem by item 18 in 1980s, Classes 6 in 1990s 

GB 14891. 3 1997 건조 견과류 및 과실 

GB 14891. 4 1997 건조 향신류 

GB 14891. 5 1997 과실 및 야채 

GB 14891. 7 1997 냉동 포장육 

GB 14891.8 1997 곡류 및 곡류 제품 

GB 1489 1. 10 1997 조리된 고기류 

GB 14891. 2 1994 Hygienlc standa rds 01 irradiated pollen 
GB 14891. 6 1994 Hygienic standards 01 irradiated hog carcass 
GB 14891. 9 1994 Hygienlc standards 01 irradiated sweet potato w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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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관 및 선량 기준 

GB 10252 1996 Standards lor radiation protection and salety 01 Co 60 
irradiation lacility 

GBfft5447 1995 Conversion method 01 absorbed doses in different materials 
irradiated by X, ls' rays and electron beams 

GB 16334 1996 Practical guide 이 dosimetry in a gamma irradiation lacllity lor 
lood processing 

GB 17279 1998 Criteria lor sale deslgn 01 wet source storage gamma 
irradiators 

GB 17568 1998 Regulations lor design construction and use 01 gamma 
irradlation lacilities 

O 조사처리 및 확인 기준 

- 2001년에 식품 조사 처리에 관한 17가지 기준이 있음 

- 최근 몇 년간 조사된 식품 확인 TLM, GC, GC MS, ESR l1lethods 동 

。 Cooperation and l1lanagel1lent 

- 농립부의 품질검사와 조사식품 실험 샌터 

• 다양한 샌터/기관들의 증원 능력 

• 국제적/국내적 기준/동의안에 따른 기술의 전수 및 제어 

. 2002년 Application of Atol1l ic Energy와 Chinese Acadel1lY of Agricultural 

Science의 MOU 체결에 대한 확립 

• 농립부와 국제적 측정 대리에 의한 기관 

· 중국 조사식품의 합법적인 검사 기관 

농립부의 풍질검사와 조사식품 시험 센터 설립 목적 

• 미생볼학적y 관능직 분석 

· 조사된 식품의 확인 

· 조시선량 보정 

· 조사 기관의 안전 

· 망사선 선량게 점김 

- China lsotope & Radiation Association (CIRA) 활동 

· 모임 조직/ 심포지웅 개최 

· πL성윈플에게 새로운 Co-60의 정보 제꽁 

. IAEA의 지윈을 l닫아 새최한 식품 조시의 국제 푼질 보중 위크삼 개최 

• 진사선 가속기의 설게와 웅용에 관한 연구 개최 (2006-2008) 

• 식퓨 조사의 품질 보증 시스템의 강화 (2006- 2007) 

。 식품 조사의 확장 전망 

- 식퓨 안전과 보안의 확힘 

- 간접 생산성과 미용 효윤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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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적 훈증제와 첨가제의 대안 기술 

- 사용의 편리성 

- 국제적인 교역에서의 경제적인 이익 

。 식품 조사의 확장 계획 

- 관련 규칙과의 조화 

- 진보적인 기술 요구의 넓은 선택권 

- 소비자의 기호도 향상 

- 공공건강의 증진 

- 식품조사 적용에 대한 연구 확대 

마. 언 도 

(1) 인도에서의 방사선 조사 허용 기준 

。 인도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망고나무 열매는 신뢰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허용 

。 수입조건에서 망고나무 열매를 식물위생증명서에 명시되어 있는 과일에 400 Gy의 

땅사션 조사를 요구 

。 방사선 조사는 곰팡이 Cytosphaera mangiferae, Macrophoma mangifera나 세균의 

일종인 Xanthomonas campestris pv 의 사멸이 불확실 / 이것의 미국 내의 유입 

및 전이의 피해를 고려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안전 방법을 제안 

(2) 곰팡이 사멸을 위한 3가지 제안 

。 망고나무 열매는 품질유지 처리를 위해 살충제에 담가야 합 

。 인도의 미국동식물검역소(APHIS)와 국립식물검역소(NPPO)의 동의에 의해 과일이 

재배되는 과수원은 수확이 시직된 시점부터 시간에 따라 조사를 결정하고 

Cy losphnern IIW l1g따rne와 Mncroplwllln IIlnllgiferae이 발견되 연 안됩 

。 인도의 미국동식물검역소 (APHIS)와 국휘식물검역소 (NPPO) 의 동의에 의해 과수 

원의 과일이 자라는 시기에 살충재의 처리와 과수원의 수확이 시직되면서 시간에 

따라 조사를 결정하고 Cy losphnern IIInllgiferne와 Mncrophollln IIlnllg싸me이 발견되변 

안됨 

(3) 새균의 일종인 Xa ll tl1011I011aS cOIllpesf r;s pv 의 사멸을 위해 우리는 신적품의 검역이 

진행되는 과정에 조사하며 X. cmllpes lris pv 이 검출되면 안된다고 제안 식문위생 

중명서에는 위의 3가지 조건을 따라 수행되었는지와 박테리아에 대한 조시가 이루 

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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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U 

(1) 관련법규 Directive 1999j3jEC 

(2) 방사선이 조사된 재료가 식풍에 사용된 경우 표기를 해야 함 

(3) 소수의 회원국에 제한되어 방사선조사가 허용됨 

(4) EU 회 원국의 농산물 방사선조사현황 

Product 
냉동건조향신료 

감자 

고구마 

앙파 

마늘 

살롯 

야채류 

콩류 

「끼f~ 

딸기 

건조야채， 과일 

씨리얼 

후레이크 

쌀가루 

벨기에 

10 
0.15 

0.15 
0. 15 
0.15 

2 
2 

10 
4 

고랑λ 

10 

0.075 

0.ü75 
0.075 

10 
4 

Maximum dose (kGy) 

01 태리 네덜란드 

0.15 

0.15 
0.15 

3. 국제기구의 방사선조사에 관한 입장 

가. WHO 

폴란E 영국 

0.1 0.2 
0.2 

0.06 0.2 
0.15 0.2 

0.2 

2 

(1) 일반식품에 10 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 시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함 

(2) 향신료니 건조 야채류의 경우 10 kGy 이상의 고산량 조사 허용하고 있고 영양학적 

독성학적 안전성은 가열살균 식품과 통일함 

(3) 각 회원국의 방사선 조사규정 일치화 필요 

(4) 망사선 조사 허용 식품 및 선량 CACjRCP 19 1979 규정 

농산풍 조사선량(kGy) ~t!드 。E 조사선랑(kGy) 

코코아 1 kGy - 5 kGy 쌀 <1 kGy 

口。}→끼- <1 kGy 향신료 10 kGy 

’ 앙파 <0.15 kGy 앙파가루 • 10 kGy 

파파o~ <1 kGy 딸기 <3 kGy 

감:q <0.15 kGy 。E은l <1 kGy 

E구~* <1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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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FAOflAEA 

(1) 방사산조사 식품은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함 

(깅 국제무역에서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와 저장성 향상을 위해 국가간 방사선 조사 

규정 통일화 펼요 

(3) 방사선 조사규정 통일화를 위해 회원국간 공동연구와 전문가교환 필요 

(4) 식품별 허용 조사선량 

구분 조사선랑(kGy) 농산품 

0.05 0.15 감자 앙파 마늘 생강 고구마 

저선랑(< 1 kGy) 0.15 0.5 씨리얼， 콩과류， 건조과일 

0.25 1.0 과일 야채류 

1.0 3.0 딸기，버섯 

중선랑( 1 10 kGy) 
2.0 7.0 포도， 건조야채류 

고선랑(10 50 kGy) 10 50 향신료 

다. WTO, Sanitary and Phtosanitary (SPS) Agreement 

(1)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위해분석 (risk assessment)을 요구하지 않음 

(2) 방사선조사식품이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함 

(3) 식물겁역에 대한 국제적으로 일치된 규정이 펼요 

4. Australia의 식물검 역 기준 

7}. Austra li an Rcgu lations and Acti vities 

(1) 신청자들은 기술적인 필요 또는 식품 위생화 목적을 설명해야한 

(2) 처리된 식품이나 미가공품들은 반드시 라벨을 붙여야 하며 식품에 대한 안전성가 

어띠한 영양학적 영향에 대해서 증명해야 한 

(3) 망시산 조사는 병원균의 감소/ 멸균/ 해충 구제의 목적을 위해서 몇 가지 식풍이니 

비식퓨 소재의 수입을 위해서 Quarantine Act 1908에 의해 히가되이 있음 

(4) Austra lia는 간마선 조사 치리를 종자/ 옥재소재/ 소비재 / 허브/ 향신료 동의 수엮풍 

에 대해 허가함 

(5) Austra lian Quarantine Inspec tion Service (AQIS)는 1998년 이 후 감마션 조사 처 

리된 삭풍의 수출을 히가함 (Export Control Ac t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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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Australian Regulatory Agencies for Irradiation lssues 

Deparhn~J1t of 
Agtic1.l1hU'e. Fishelies 

aud FoJ'e'so) 

D.\:’artn\f'llt ofHealtb and Agein , 

<'1, NZ H •• lth MÍ1ú찌.，' (FSANZ ollly) 

(policy .nd ,I."" ... d, r.tific.tion) 

A‘l‘h'.Ii.ll Qu“J'3nÔUt 찌 .. \ AlI‘h'alian Ra ‘:1iation 
h ,‘p'CtiOIl S .. vic.(AQIS) Food Stau(hud‘ .Aush'alia P l'ote('tÍou 

1. ExpOlt and impoIt inspection 
& certification 

Now Z •• I.ll‘\ (FSANZ) an‘l 
(food sfandtuds & Nuc1t'31' Safety 

2. Qu:tr:mtine operatiolls policy de、 e1opment) AgOll<Y 
(Safcty :mcl Oper(ltÎons 

BionC1uity Âu‘’I ‘alia St.t. AgriClIIt1U‘f , Health 찌l‘ 뻐.IS암aliau Nuclt31' Sci원'<0 
1.1l11pOlt l;sk asseSS1llent E"vù'Olllueuta] 찌nd 

(pI.nt o"d Al피lIal products) 
2. ~1arkct Access ncgotiations 

Protedion Acellcies T.clmo)or;.'i 0" ，，，，따a6Oll l 
(5afe‘Y'…loperatious) (Research and dos i.mctJ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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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u stra lian Regulations and Activities 

(1) FSANZ 허가에 덧붙여서， Biosecurity Austra lia (BA)는 phytosanitary 목적을 의해 

방사선 조사된 과일의 수입에 대한 모든 신청을 허가함 

(2) AQ1S와 Biosecurity Australia는 NZ regulatory Authorities와 함께 방사선 조사된 

열 대 과일 들의 market access conditions (ie dosage)를 협 의 

(3) Australia는 lAEA/FAO, 산업체， 그리고 New Zealand와 산업적 망사선 조사시설 

과 협력하여 수긍할 수 있는 기준올 제공 

。 Establishing Critica l Control Points for irradia tion. 

。 Dose ra tes for various fruits 

。 Dosimetry verification procedures 

。 Audit cri teria for facili ties 

라. Current Australian Regulations on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Treatrnent 

。 Standard 1.5.3 of the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was 

modified in 2003 to allow irradiation of the following commodities 

========================================================== 
Bread fruit 

Rambutan 

Carambola 

Custard apple 

Longan 

Li tchi 

Mango 

Mangosteen 

Papaya (Paw paw) 

Minimum : 150 Gy Food may onJy be irradiated for the 

Maxirnum: 1 kGy purposes of pest disinfestation 

for a phytosanitary 。이echve. 

111-. Other Phytosanitary Treatment Options 

。 Fumigation

。 hot water dips I vapollr heat trea tmen ts 

C CoJd treatments 

C Non host sta tll s 

。 Jnsec ticide dips and spray' 

끼
 
써
 



^}. Australian Irradiation Activities ('06 - ’08) 

(1) 여러 가지 목적의 Cobalt 60 감마선 조사 취급 설비들은 신선한 과일들을 취퓨하 

기 위하여 AQJS에서 공인 

(2) X-Ray 감마선 조사 설비의 설립에 관한 협의는 거의 완결 

(3) Austra lia는 2009 2013까지 계 획 된 Generic Irradia tion Doses fo r Quarantine 

trea hllen ts 의 개 발에 new IAEA Coordinated Research Projec t에 참여 

(4) Mango, papaya, litchi플 New Zealand로 수출하기 위한 protoco l 의 협의는 완결되 

었으며 무역 시작 

(5) Mango, longan, mangosteen, rambutan, custard apple, bread fru i t를 위한 

protocol 협의는 New Zealand, Malaysia, United States, RCA 국가들과 진행 중 

(이 Austra lian Man go lndustry Associati on는 New Zealand에서 방사선 조사에 집중 

해서 Austra lian mangoes의 market potentia l 에 관한 연구를 지원 

(기 2007 2008사이 에 약 300 tonnes의 방사선 조사된 망고와 약 6 tonnes의 papaya가 

New Zea land로 수출 

(8) 2008년 시범적으로 mango가 Malays ia에 수출 

(9) 25개의 1차 생산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허용을 위한 food safety authorities에 

대한 제출이 개발 

(1이 Australian intemal plant q uarantine authorities는 Austra lia 내 에 서 domestic 

market을 phytosanitory treatment로서의 방사선 조사의 적용을 현재 진행 중 이 

정책과 연속된 operational procedures는 현재 국제작 검역 조항들과 일치할 것임 

아. Australian Exports to New Zealand 

(1) Mango Protocol 

。 250 Gy Covers all arthropod pests 

(2) Papaya Protocol (Two o ptions) 

'- 250 Gy Covers all a rthro pod pests, or 

。 1 50 Gy to control fruit f1y plus thc usc of field controls for Yellow Peach 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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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땅사선 조사 검역처리 표준지침서 (안) 

。 방사선 조사 검역처리 표준작업 지침서(안)는 국제적으로 규제되는 병해충의 

식물처리 방법으로서 이온화 방사선의 활용을 위한 기술적 공정을 제공항 

。 망사선 조사 검 역 처 리 표준작업 지 침 서 (안)는 FAO 국제 식 물보호협 약 (IPPc,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의 국제식물검역표준지침 (lSPM ,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과 USDA의 농산물검 역 

관리 지 침 (AQIM, Agricultural Qurantine Inspection Monitoring) 및 CODEX와 

EU 둥 국내외 방사선 조사식품 처리규정을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작 

성하였음 

口 식물검역지침 및 검역절차 

。 식물검역을 위한 표본추출은 JPPC의 ISPM 표준절차에 의거 하여 실시한다. 

。 식물검역관의 선정 

식물검역관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 검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 

- 유해미생물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 이 있는 자 

- 검역장비의 조작과 분석에 숙련된 지 

- 식물검역 국내외 규정에 관해 해박한 자 

。 식불낌역 시 고려사항 

- 감역대상의 종류 및 사용목적 

ι 。 l λl .E!- ol
1 1ëÍ '4 걷r-.!:!-J 생산지역과 수출지역 

- 김역대상의 크기/ 형태/ 부피， 선적 횟수 

- 운송망멤 및 포장망볍 

- 수출 전 출하방법 및 가공l캉볍 

- 수출 천 김역여부 

- 수출 전 검역절차의 효융성 여부 

π
 
μ
 



식물덤역절착 

D 
「 검역관 선정 l 

{까 

표본 주줄 l 
F 

상
 

D 
ε광 

[뀐멘생물 발면 I : 유해미생물민뱉l 
D D 

l 쩌센량 방 ^t선펀I 냄연즙명껴 발급 l 
l “펌쩌층명서측풀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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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작업지침서 :식물검역 

제 목 ‘ 방사선을 이용한 수출입 식품 검역 지침서 

제작부서 한국원자력연구원 밤사선과학연구소 

제 작 자 이주운， 변명우， 김재훈， 최종일， 승범석， 김왕근， 윤요한， 김동호， 김경표 

개 정 일 

가. 목 적 

농산물이 수입되기 전 1 kGy 이하의 저선량 방사선을 이용한 식물 위생 처리 

를 통해 병해충의 숙주가 되는 농산물의 구제작업을 시행 할 수 있다 (단r 방사 

선 조사 대상 식품의 종류 및 목적에 따라 방사선 조사선량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선량의 결정 

1) 조사선량 결정시 고려사항 

O 농산물에서 성충이 발견되는 시기에 방사선에 대한 해충의 저항성이 가장 

강하며 교배시기가 되어도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지고 수컷은 보통 

암컷보다 저 항성 이 더 강하다， 

。 수컷과 암컷을 조사처리 하기 전 교배시키고/ 암컷이 알을 낳도록 하고 

알에 방사선이 조사된 경우 알이 부화힐 수 있고 방사선 조사 처리를 한 

후 생존한 수컷과 암컷을 한 곳에 모아두고/ 교배를 시킨 후 성충인 암컷 

음 멸굽선량으로 조사를 하게 될 경우 종종 알을 부화하기도 하고 드문 

경우이지만 방사선 조사된 해충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해충과 알이 완 

전 사멸할 때 까지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O 해충들의 방사선 저항성을 성숙도에 따라 결정하기 위해 모든 생육단계를 

조사선량별로 측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개 선량에 대해 5반복으로 

30-50종의 해충들을 실힘에 사용하고 이상적인 저항성 결정 빙법은 발육 

단계 또는 해충의 종에 대해 사멸 단계에 이를 수 있는 선량보다 조금 약 

하게 조사한 후 실험음 진행해야 하디 

。 실험은 해충들의 생태학적인 측떤음 고려해서 설계되어야 히고/ 가능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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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각각의 해충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농산물 내에서 실험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저산소 조건에서 방사선 저항성이 증가하는데y 과일 내부는 저산 

소 조건이고 유충들의 대부분이 과일 내에서 번식하기 때문이다. 

。 조사선량결정 실험은 완벽해야 하고， 100% 살충할 수 있는 선량으로 조사 

하되 저항성이 가장 강한 생육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숙주에 접종할 

경우 자연적으로 기생하는 해충 수만큼 접종하고y 그 후에 방사선을 조사 

해야 한다. 

2) 선 량측정 (Dosimetry) 

。 선량측정은 조사대상에 조사된 정확한 선량을 계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선량측정기의 보정 (calibration)은 150; A5TM 51261(Guide for 5election 

and Calibration of Dosimetry 5ystems for Radiation Processing) 표준지 

침서에 기준한다. 

。 선량측정기의 안정성은 벚/ 온도/ 습도， 저장기간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안정성이 평가되어져야 한다-

。 선량측정은 측정대상의 크기， 부피/ 포장방법/ 형태r 구정물질에 따라 편차 

가 있으므로 측정대상에 대한 고유의 선량측정 매핑 (mapping)이 이루어져 

야한다 

3) 분석 예 

。 정밀한 수준의 겸역을 확보히기 위한 실질적인 선량은 소규모 선량결정 

실험에서 구해진 선량보다 높아야 한다 예를 들띤， 90 Gy의 선량(900마 

리의 해충들 중 100% 사떨)은 파파야 내에 처리된 멜론해충 성충의 번식 

을 익기 위해 구해진 선량이다 그러 나， 120 Gy의 선량은 대규모 선량결 

정 실험에서 탈피중인 해충과 멘데기플 사멸 (50，000마리 중 1마리만 살아 

남음)시킬 수 있는 선량이다 또한， 150 Gy로 선량음 증가시키면 96,700 

마리의 해충들이 100% 사열시낄 수 있다 이 사실은 선량의 결정을 위한 

대규모 실힘의 펼요성을 입증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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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선원 

감마선 (Co-6이I 전자선 

라. 국가별 한제선량 얘시 

: 대부분 500 Gy 이하 

수출국 (과일， 주) 

-
오λE레일리아 망고，파파야 

미국 (하와이) Abiu용， Ater 바no라'ya밀，파， 바 리야나치나 파 용인 빵안애나，무 앙，고 사 오，포럼 망딜자고己，λ 감틴굴，류， 
과엘론， 파 , 인 H 플， AfÆ'@2f 

인도 디-} ‘τl 

인도 ~jlτ1 

멕시코 구아바， 감율 망고 

태국 
리치， 용안， 람부탄， 

망고，망고λ틴，파인애플 

버|E 남 용과 

마. 검역 적용 대상 (얘) 

1) 포도의 검역 대상 해충 

-z- 과 

수입국 

뉴질랜 E 

미국 본토 

미국 

오스리트아레일 

미국 

미국 

미국 

이름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lIy 

• 

Bacrocera neohumeral!s 과실파리과 Lesser O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IryonJ 끄}실파리과 Oueensland fruit lIy 
••• L 

Ceralills capil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Epiphyas poslvillana 잎말이나방과 
Light brown apple moth 

Grape phyllox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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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랑 (Gy) 

150, 250 

150, 400 

400 

400 

400 

400 

400 



2) 여지(Litchi)의 검역대상 해충 

증 과 이름 

8actroceηa doι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 ι---

Ceratitis cap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Ceroplastes rubens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 

Cryptophlebia illepida L 잎말이나망과 Koa seedworm 

Cryptoplebia ombrodelta 잎말이나방과 Litchi fruit moth 

Epiphyas postvittana 잎말이나방과 Light brown apple moth 

Criophyes litchi 흑응애과 Litchi rust mite 
f-

8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fly 

Coccus viridis 밀끽지벌레 Green scale 

Conopomorpha sinensis 잎말이나밤과 Litchi stem- end borer 

Deudonx epljarbas 부전나비과 

Dysmicoccus neobrevipes 가루끽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Planococcus lilacinus 가루짝지벌레과 

Planococcus minor 가루끽지벌레과 

3) 용안(Longan)의 검역대상 해충 

""。 과 이름 

8acl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fly 
t--

8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t--

Cryptoplebia ombrodelta 잎말이나망과 Litchi fru it moth 

ζvsmicoccus neobrevipes 가루끽지별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Cnophyes IitchlÏ 흑응애과 Litchi rust mite 

Maconellicoccus hirsutus 가루끽지벌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8actrocera correcla 과실파리과 

8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Ceroplastes rubens 밀끽지일레 Red wax scale 

Conopomorpha sinensis 잎말이나망과 Lltchi stem- end borer 

Cryptoplebla ombrodelta 잎말이나망과 Litchi fruit moth 

Deudonx epijarbas 부전나비과 

Orepanococcus chilon 가루끽지벌레파 

cν'smlCOCCus neobrevipes 가루끽지 멀 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Planococcus lilacinus/monor 가루끽지빌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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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망고(Mango)의 검역대상 해충 

-1- 과 이름 

Bacl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Ceralilis capilala 과실파리괴 Mediterranean fruit fly 

Slernochelus mangtferae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Slernochelus frigidus 바구미과 Mango pulp weevil 

Slernochelus mangi끼erae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Slernochelus olivieri 바구미과 

Baclrocera carambolae 과실파리괴 Caribbean fruit fly 

Baclrocera correcla 과실파리과 

b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fly 

I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Bactrocera papayae 과실파리과 Papaya fruit fly 

Baclrocera tuberculata 과실파리과 

Bactrocera zonata 과실파리과 Peach fruit fly 

Ceroplasles rubens 밀짝지벌레 Red wax scale 

Coccus viridis 밀끽지벌레 Green coffee scale 

lA ulacaspis tubercularis Diaspidididae 

Pseudaonidia trilobitiformis 짝지벌레과 

Dysmicoccus neobrevipes 가루끽지벌레과 Grey pineapple mealybug 

Planococcus /ilacinus 가루끽지멀레과 

Maconel/icoccus hlrsutus 가루끽지벌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lipaecoccus vindis 가루끽지벌레과 

Planococcus liIaclnus 가루깐지빌레과 
F 

Planococcus minor 가루끽지벌레과 
」

Rastrococcus spinosus 가루깐지벌레과 
---넉 

Phomopsis mangi끼erae 진균류 

IAmb(vpelta lutescens 허리노린재과 Banana spotting bug 

어mblypelta nitida 허리노린재과 Fruit spotting bug 

녀onidiella 0쩨ltalis 끽지벌레과 Oriental yellow scale 

녀spidiotus destructor 깐지별레과 Coconut 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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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caspis tubercularis L 끽지 벌 레 과 ICommon mango scale 

Bactrocera Jarvisi 과실파리과 Jarvis’ fruit fly 

Bactrocera aquiloms 과실파리과 Northern territory fruit fly 

Bactrocera cucumis 과실파리과 Cucumber fruit fly 

Bactrocera frauenfeldi 과실파리과 Mango fruit fly 

Bactrocera kraussi 과실파리과 f먼ss' fr미t fν 

Bactrocera murrayi 과실파리과 
• 

Bactrocera neohumeralis 과실파리과 Lesser Oueensland fruit fly 

Bactrocera opiliae 과실파리과 False oriental fruit fly 

Bactrocera tryoni 과실파리과 Oueensland fruit fly 

Campylomma Iiebknechti 장님노린재과 Apple dimpling bug 

Ceratitls capJ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歸짧표t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독나방과 

밤나망과 }sma” mango tlP 

Chvsoma/Us aonldum { 짝지벌레과 Florida red scale 

Chrysomphalus dk;fyospermia 끽지벌레과 Dlctyospermum scale 

Coccus vindis 밀끽지벌레 Green coffee scale 

colagaroldes acu，πIInata 선녀벌레과 Mango planthopper 

Conogethes punctiferalis 염나망과 Yellow peach moth 

Cryptoblabes adoceta 영나방과 False blossom moth 

CryptoptJ!a immersana Tortrlcaidae Ivy leafroller 

Oeanolis albizonalls 명나밤과 Mango fruit borer 

Omoxa porma 과실파리과 Island fruit fly 

Oudua aprobola 잎말이나망과 Leaf curllng moth 

Eucyclodes pieroides 자나방과 Bizarre looper 

Eudoclma ful/oma 밤나밤괴 FrUlt- plerclng moth 

Eudoclma materna 밤나빙과 Frult-plerclng moth 

Eudocima salaπIIma 밤나밥과 FrUlt-pierclng moth 

Eudoclma tyrannus 밤나망과 Frult- plercing motll 

Franklmiella schultzel 승채벌레과 Flower thr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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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opel/Js clavlfer 장님노린재과 Mosquito bug 

lcerya aegyptiaca 이세리아끽지벌레과 Egyptian fluted scale 

Idioscopus 이Iypealis 매미 충과 Mango hopper 

Idloscopus nitidulus 매미 충과 Mango hopper 

Ischnaspls longirostns 끽지벌레과 Black thread scale 

Isotenes miserana 잎말이나방과 。range fru itborer 

Lobesla sp 잎말이나밤과 European grape berry moth 
---나 

monolepta aust，ιalis 잎벌레과 Red-shouldered leaf beetle 

Monolepta divisa 잎벌레과 Samll monolepta beetle 

Nipaecoccus vastator 가루깎지벌레과 Karoo thorn mealybug 

Ophiusaa tirhaca 밤나망과 Fruit piercing moth 

Peniclilaria jocosatrix 밤나방과 rnango tipborer 

Phenacasp/s dilatata 과실파리과 Mango scale 

Planococcus citn 짝지벌레과 Citrus rnealybug 

Pseudaulacaspls cockerelli 과실파리과 Cockerell's scale 

Rastrococcus sp 가루끽지벌레과 Rastrococcus mealybug 

Rhyparida limbatipennis 잎빌레과 Brown swarming leaf beetle 

Sa/ssetia miranda 끽지벌레과 Mexican black scale 

Selenothrips rubrocinctus Tripidae Redbanded thrips 

Sternochetus mangiferae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Bactrocera caryeae 과실파리과 

Bactrocera correcta 과실파리괴 

B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fly 

Bactrocera diversa 과실파리과 

Bactrocera αJrsalis 과실파리괴 Oriental fruit fly 

Bactrocera tau 과실파리괴 Pumpkin frui t fly 

Bactrocera zonata 고}실고}리고} Peach fruit fly 

Sternochetus fngldus 바구미과 Mango pulp weevil 

Sternochetus mangi엄rae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 •• 

lA ulacaspis tuberculans 끽지벌레괴 

Parlatona crypta 깐지벌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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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eudaonidia trilol끼iformis 끽지벌레과 

Ceroplastes rubes 밀끽지벌레 

바en co이ff따f엄뼈e Coccus viridis 밀끽지벌레 

IActinodochium jenkinsii 규」 
+ 

Cytosphaera mangiferae 균 

Hendersonia creberrima 큐} 
+ 

Macrophoma mangi띤rae 큐」 

Phomopsis mangiferae 큐」 

jxanthomonas campestris 박테리아 
- , 

Sternochetus 끼rigidus 바구미과 Mango pulp weevil 
뉘 

Sternochetus mangiferae 바구미과 Mango seed weevil 

Bactrocera caryeae 과실파리과 
뉴←→→→ 

Bactrocera correcta 과실파리과 Guava fruit fly 

Bactrocera cucurbitae 과실파리과 Melon fruit fly 

Bactrocera dorsalis 과실파리과 。riental fruit fly EP 

←낙 
Bactrocera invadens 과실파리과 Asian fruit fly 

Bactrocera tau 과실파리과 Pumpin fruit fly 

Bactrocera zonala 과실파리과 Peach fruit fly 

Abg.ιallaspls cyanophy끼 짝지벌레과 Cyanophyllum scale 

Parlaloria crypla 끽지벌레과 Mango white scale 

Fernsia malvaslra Pseudococicdae Malvastrum mealybug 

Ferrisia virgala Pseudococicdae Striped mealybug 

Planococcus lilacinus Pseudococicdae Coffee mealybug 
+ 

Raslrococcus iceryoides Pseudococicdae Powny snow| 1 「1e mea|ybug 

Raslrococcus invadens Pseudococicdae Mango mealybug 
i 

Raslrococcus spinosus Pseudococicdae Phllippine mango mealybug 

Orgyla postlca Cocoa tussock moth 
4 

Deanolis sublimbafis 명나망과 Red- banded mango caterpillar 

Rhlplphorolhnps cruentalus 총채벌레과 mango thnps 

Efsinoe manglferae 균 Mango scab 

Fusanum manglferae 균 Mango mal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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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람부탄(Rambutan)의 검역대상 해충 

-'"。 과 이름 

Bactrocera doιsalis 과실파리과 。riental fruit fly 

Ceratitis capitata 과실파리과 Mediterranean Fruit fly 

Ceroplastes rubens 밀끽지벌레 Red wax scale 

Coccus Vli7dis 밀끽지벌레 Green scale 
,----

Dysimk:occus 
가루끽지벌레과 

Grey pineapple 

neobrevipes meaνbug 

Frankllnie//a schultzei 층채벌레과 Yellow flower thrips 

Maconellicoccus hlrsutus 가루짝지벌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Bactrocera dorsa/is 과실파리과 Oriental fruit fly 

Bactrocera papayae 과실파리과 Papaya fruit fly 

Cataenococcus hispidus 가루끽지벌레과 

Ceroplastes rubens 깐지벌레괴 Red wax scale 

Conopomorpha 
잎말이나방과 Cocoa pod borer 

cramerella 

Dysmicoccus 
가루짝지벌레과 

Grey αneapple 

neobrevipes mea히Iybug 

Maconellicoccus hlrsutus 가루깐지벌레과 Pink hibiscus mealybug 

Paracoccus interceptus 가루짝지벌레과 

Planococcus lilaclnus 가루짝지벌레과 

•)••-• 

Palnococcus minor 가루끽지벌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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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증명서(예) 

Model Phytosanitary Certificate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TO: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s) of 

1. Dcscription of Consignmcnt 
Name and addrcss of cxportcr: 
Dcclared namc and address of consignee 
Numbcr and dcscription of packages 
Distingui shing marks: 
Placc of OIigin: 
Declarcd mcans of conveyancc 
Declared point of cntry: 
Name of produce and quantity declared: 
Botanical name of plants 

No 

T hi s is to ccrtify that thc plants , plant products or other regulated articles 
described hercin havc becn inspcctcd and/or tested according to appropriate 
official procedures and are considered to be free from the quarantine pests 
specified by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and to conform with the current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ntracting party, including those 
for regulated non -quarantinc pcsts 

They are deemed to bc practically free from other pcsts.* 

II. Additional Declaration 

IIl. Disinfcs tation and/or Di s infcction Trcatmcnt 
Datc 
Duration and tempcraturc 
Trradiation dosc 
Additional informaLion 

Placc of issuc 

(Stamp of ürgimization) I\ame of authorizcd officCJ 

Datc (Signaturc ) 

0'.0 [irwncial .1iability Wilh rcspccl lO this . ccrti fiqlLC shall altach LO. (namc of 
Plant Pro(ec(ion OJ 앙lIl ization) 'or (0 i1 IW of its officcrs or reprcscntalivcs ‘ 
, Optional clau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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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4 Ã I= 목표달성도 口l
;‘;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1. 목표 달성도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목표에 부합하는 

WTOjFTA 대응 국가 식 량자원의 O 

다음과 같은 

안전 

성과를 

확보/가격안정 

얻었다 

및 위생적 품질보증에 기 

여 

。 수출입 식량자원의 효융적인 검역관리 

력 확보 

기술 표준화로 교역분쟁 해소 및 수출 경쟁 

。 방사선 식품조사 분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조성 

프라 확립 

및 공동연구 인 

가. 기술적 측면 

。 국가간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고， 지금까지 살균 · 살충에 사용 

MeBr 둥)， 화학첨가물(방부제 동) 동의 폐해를 예방하기 

권고하는 방사선 조사기술의 국내 이용 확대와 타 기 

수출입 식품류의 검역관리에샤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화 확대에 

화학훈증제(EO， 

식품류의 

되어온 

위해 국제기구와 선진국이 

술보다 월등히 

기여 

。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식품 및 보건관련 산물의 위생적 측면을 더욱 중시 

하고 있음 따라서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식품 및 공중보건 제품의 위생화 기술개 

발은 식품가공 원료 및 제품에서 기인되는 질병예방과 위생적 제풍생산 기반을 확 

립하므로 국민보건 향상과 경제적 생산성 증대를 도모함 

。

。

- 회학훈증제 (EO， MeBr 등)， 화학첨가불(방부제 동) 등의 많은 문제점으로 국가 간 

교역에서 품질규격이 더욱 엄격해짐 따라 방사선 조사기술의 실용성이 증대되 

o c'> J 으 J..!... Mo 

최근 선진국에서는 식품 빛 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 용한 위생적 

인 제품 생산과 세계적 시장개방화에 대비한 검역관리 

고 있음은 방사산을 이용한 식품/의료 저l 약 산업에서 

잠재력을 충분히 뒷받침 해주고 있음 

적극 노력히 기숨 확보에 

조사기술의 중요성과 개발 

현대의 식품 안전성/ 편이성과 기능성의 중요시 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식재료릎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위생적으로 생산/ 가공된 신선한 식푼음 편리하게 이 용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뇌고 있이 ready- to-ea t, ready-to-cook foods의 가공 · 저장 및 

위해 안진성 확보에 방사션 조사 검역관리 기술의 적용으로 시장요구에 부합하는 

제품 공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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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 채 ·산업적 측면 

。 WTO/FTA(DDA) 체제에서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 수입식 

품류의 안전 검역관리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검역처리기술의 실용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농수산물의 고품질 상품화와 시장 확대 

를 위한 품질인증 시스템 확럽과 산업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음 。 방사선 

조사시설은 식품가공 · 저장 및 제약 · 보건관련 산물 떨균 동 산업적으로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고 조사시설의 건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언제든지 

조사시설의 이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국내의 방사선 조사시설 건설 확대를 위해 폭 

넓은 핵심기술개발과 상용화 실중연구가 수행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을 꾀할 수 있 
。

p 

- 현재 국내 2개 시설이 24시간 가동 중에 있으며I 추가로 1개 시설이 건설 계획 

중에 있음 

。 병원성 유기체에 의한 질병발생으로부터 오는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 방지 대 

책으로 방사선기술이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되면서 산업 생산성도 중가하고 있음 

- 최근 미국에서 E.coli 0157:H7에 의한 발병 및 사망으로 년간 7,000 - 20，000영이 

피해/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 억7천만-4억6천만불이고/ 미국정부는 방사선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식인성 질병으로부터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을 크게 간소 

시키고 있음 

- 따라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기술의 적용으로 직접적 경제 손실뿐만 아니라 사회 

간접자본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음 

。 우리 농수산물의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검역처리기술 

개발이 필요시 되는 시점에서 방사선기술을 기반으로 한 우리 농수산물의 고풍질 

상품화와 시장 확대를 위한 품질인증시스댐 연구수행으로 산업생산성 향상을 도모 

할 수 있음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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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5 

1. 성과 활용 계획 

:11:1-
t그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풍 동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션 조사기술의 

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자원의 장기 안전 저장을 통한 

확대 적용 

식량간접증 

둘째，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질병예방과 품질 

따른 국가 생산성 향상 셋째/ 화학 훈증제 사용 금지에 따른 대제기술 

산 및 가격 안정화 

향상에 경쟁력 

넷째/ 이용의 다양성 및 완전 밀봉포장 상태로 살균 · 살충할 수 있는 편리성 다섯째y 국 

제교역에 있어서 법률의 조화 및 경제적 측면 등이다 

식품 생병공학 산업에서 관련 제품의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사선 조사기술은 1960년대에 우주인 식품의 HACCP 프로그램 에 본격 도입된 이래 지 

금까지 어떠힌 식품 및 의료I 제약/ 화장품 동 공중보건관련 산업의 위생화 기술보다 가 

장 방대하고 체계적이며 심도 있게 연구되어 왔으며/ 과학적이면서도 객관적으로 그 안 

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된 상황이다 WHO, FAO, lAEA 그리고 Cl둥은 1992년 제네바 회 

의를 통해 방사션 조사는 건강에 해로움을 초래하는 식품성분의 변화를 생성하지 않는다 

고 결론지었다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40여년 동안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화 연구결과는 재래적으로 이용되어 오던 타 방법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체방안으로서의 그 안전성과 경제성이 인식되어지 

고 있다 그러나 본 기술의 실용화는 소비자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현 

행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정이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하게 비교 

홍보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관계당국에서도 본 기술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 

요시 된다 또한 지금까지 본 기술의 연구는 정부주도 하에서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소 

비자나 기업에게 자유로운 기술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참여 연구와 방사선 조 

사제품의 관리 및 적절한 홍보 둥의 힘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 q1 

" 공중보건관련 산 
업에서 원자력기술의 이용은 이틀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연구개발과 산엽회 기반을 디져 나간으로써/ 소비지와 생산자의 안진파 이 익 

보장은 불론 국민보건과 국가경제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λ] ;<J 
E즈 。

에 알맞은 새로운 기술의 정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망시선 식푼조사기술의 국제 식풍류 교역에서 검역관리 활용에 대한 

미진함에도 불구하고 방사산 식품조사 분야의 동향을 제공하고 있다‘ 많은 부분。 산업 

은 매년 35%의 신장륜로 발진히고 있고/ 이에 따른 관띤분야의 연구활동도 활발하게 수 

행되는 갓으로 딴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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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사업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기술을 식품류 수출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국 

가 검역관리 시스댐에 적용함으로 WTOjFfA에 대비하고， 국가 식량자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활용하고I 국내 원자력기술(방사선기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제공동 

연구기반 조성 및 국제공동연구사업 활성화에 활용할 수 있음 

。 국가 검역관리 시스템에 활용 

- 본 연구 수행을 통하여 WTOjNR 대비 국제 식량교역에서 수출입 식품의 생물 

학적/ 화학적 유해성을 해소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역관리 지침서 제안 

。 국가 식량자원 중장기 수급계획에 활용 

- 안정된 식량자원의 공급 · 유통으로 국가 식량 안보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초자료 제공 

。 국내 식품 방사선 조사기술 우수성 홍보 

식품생명공학분야에서 국내 기술의 우수성 홍보 및 동북아 기술 신도국으로 위 

상 정립 

。 한 · 인도r 한 · 중국 등 국가간 원자력위원회 의결 사항 후속조치 시행에 활용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 · 중 공통기술협력체계 구축/ 협약(‘03. 1이 중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식품 안보와 안전성 확보” 공동연구를 위한 자료 제공 

2. 산업체 참여시기 및 방법 

본 연구사업 결과로 수출입 식품류에 재한 방사선 조사 검 역관리 표준(안)이 마련 

되면 관련 법규의 개정 및 입법을 통해 산업적 실용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임 특히/ 

방사선기술개발사업(고선량 방사션작용 식품공학 융합기술개벨)과 연계하여 방사선 

조사대상 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실용성 연구가 진척된다면 품목의 다양화와 타당성 시험 

에 산업체가 참여하여 상엽적 규모의 방사선 조사와 시험시핀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소비자의 수용성을 넓혀 냐갈 것이며/ 제 3의 상엽용 망사선 조사시설의 건설이 현재 논 

의 중에 있어서 산업화는 더욱 가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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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언도 

http://www.tamu.cdu/ebeam/workshops/ powerpoin t/Pandey.ppt#261 ,8, 

Food Irradiation in India 

중국 

h ttp:j / tc . iaea.org/ tc web/ a bouttc/ s trategy / thematic/ pdf/ presenta tions/food_irradiati 

on끼'{egulation_Application_%20Foodlrradiati on←China.pdf 

호주 

http://www .foodstandards.gov.au/ foodmat ters/ foodirradiation .cfm 

Codex 

h ttp:j / acd. ufrj. br /consumo/ clisci plinas/tLcxirradiacaonorma. pdf 

EU 

http://cur- lcx.curopa.cu/ ]OHtm l.do?u ri =0 j:C2006: 112:S0M:en :HTML 

IPPC 

https :j/w넨W.IPPC.In이PP!En/defaul t.j sp 

USDA 

http://www .fsi s. usda .gov /F acLS hects/hTadiation_and_F ood_Safety / i ndcx.asp 

WI[O 

h ttp:j /www.who.int/mcdiaccntre/ ncws/rclcases/2003/ pr53/ en/print.html 

APPS 

http://apps. w ho.int/bookordersA"!HP / dartprtl.j sp?SCSS läll 二 1 &codlan =l &codcol =lO 
&codcch-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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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부록 1. 세계 식품조사 허가 현황l 

No 허가국명 

1. 1 알제리 [ AIgeria 1 
2. 1 아르헨티나 [ ARGENTl NA 1 
3. 1 호주 [ AUSTRAL JA 1 
4. 1 오스트리아 [AUSTRJAl 
5. 1 망글라데 쉬 [ BANGLADESH 1 
6. 1 벨기에 [ BELG lUM 1 
7. 1 브라질[ BRAZJL 1 
8. 1 불가리 아 [ BULGARJA 1 
9. 1 캐나다 [ CANADA 1 
10 .1 칠레 [ CHJLE 1 
]] 1 중국 [ CH1NA 1 
12. 1 코스타리카 [ COSTA RICA 1 
13. 1 크로아티아 [ CROAT1A 1 
14 .1 쿠바 [ CUBA 1 
15 .1 체코 [ CZECH REPUBL1C 1 
16. ' 댄마크 [ DENMARK 1 
17 이집트 [ EGYPT 1 
18 핀란드 [ FINLAND 1 
19 프랑스 [ FRANCE 1 
20 1 독일 [ (;ERMANY 1 
21. 1 가나 [ GIIANA 1 
221 그러스 [ GREECE 1 
23 | 헝 가리 [ IIUNGARY 1 
2.1 1 인도 [ I:--l DJA 1 
25.1 인도네시아 [ lNDONESIA 1 
261 이 란 [ 1 R!써N 1 
271 아일 랜드 [ 1 RELAND 1 
2κ 1 이스라엘 [ 1 SRAEL 1 

No 허가국명 

29 1 이탈리아 [ ITALY 1 
301 일본 [ JAPAN 1 
31.1 한국 [ KOREA , REP. OF 1 
32.1 리비아 [ LIBJYA 1 
33.1 룩셈 부르크 [ LUXEMßOURG 1 
34. 1 멕시코 [ MEXJCO 1 
35. 1 네덜란드 [ NETIIERLANDS 1 
36 .1 뉴질 랜드 [ NEIV ZEALAND 1 
37. 1 노르위|이 [ NORIVAY 1 
38 .1 파라과이 [ PAl재GUAY 1 
39 1 페루 [ PERU 1 
40. 1 필리핀 [ PHJ Ll PPI NES 1 
41. 1 폴란드 [ POLAND 1 
42. 1 포르투갈 [ PORTUGAL 1 
43. 1 러시아 연방 [ RUSS 1AN FEDE I~T ION 1 
44.1 사우디아라비아 [ SAUDl A뻐B 1 A 1 
!45 .1 남아프리카 [ SOUTII AFRICA 1 
46.1 스페인 [ SPAI N 1 
47.1 스웨댄 [ SWEDEN 1 
48.1 시리아 [ SYI,IA 1 
49 .1 태국 [ TIIAILAND 1 
50 .1 튀니지 [ TUNJ SIA J 

51.1 터이키 [ TU빠{EY ] 
52. 1 우크라이나 [ UKR~ 1 ~E 1 
5:l 미국 [ USA 1 
~I 우루과이 [ UlìUGUA \ 1 
55 1 베트남 [ V1 ETNAM 1 
56. 1 장비아 [ ZAMBIA 1 

1 SOlll'ce : J llne 2009 ‘ IAEA lI'ebsi le “\\\1'. i aea . org/ i cgf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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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국명 
허가 허가갯 

허가국명 
허가 허가갯 

식품군 • ιι「 식품군 t1L-

1 얄제리 8 16 29 이탈리아 2 6 

2 아르헨티나 5 11 30 일본 l 1 

3 호주 3 15 31 한국 6 24 

4 오스트리아 3 32 리비아 4 7 

5 방글라데쉬 7 15 33 룩셈부E크 1 3 

6 벨기에 8 25 34 멕시코 8 17 

7 브라질 8 16 35 네덜란드 5 19 

8 ‘ 불가리아 l 3 36. 뉴질 랜드 3 18 

9 캐나다 3 4 37 노르웨이 l 3 

10. 칠레 6 18 38. 파라과이 8 15 

11 중국 6 11 39. 페루 8 19 

12 묘A타리카 6 18 40 필리핀 8 22 

13 크로아티아 8 19 41. 폴란드 3 7 

14 쿠바 8 16 42 포르투갈 1 3 

15 체코 8 26 43 러시아 6 16 

16 멘마크 3 44 사우디아라비아 8 17 

17 이집 E 2 7 45 남아끄 러카 8 21 

18 핀란드 3 4 46 스페인 1 2 

19 효랑스 7 17 47 스웨덴 2 

20 독일 2 4 48 시리아 7 18 

21 가나 8 20 49 태국 6 25 

22 그리 A 3 50 튀니지 3 7 

23 헝가리 51 터어치 8 lR 

24 인도 6 16 52 우크라이나 6 16 

25 인도네시아 8 5:1 미국 8 18 

26 이란 5-1 우루과이 l 

27 이일랜드 55 버|E 남 7 19 

21\ 이스라엘 6 l:l 5lì 상비아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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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목칙 절콩코드(Expl anations [하τ굶삼j 

1 숙도 및 생리적 숙성 지연 ( De l ay ,' ipening!physio log ica l growth) 

2 살중 ( Di si nfes tation) 3 미생불 통제 ülicr obia l conlrol !load) 

4 검익지리 (Qua r ant ine lrealment ) 5 저장기간 연장(She l f- l ife ex rens ion ) 

6 발아억제 ( Sprouting inhibit ion) 

7 , 선모풍/기생충 통제 (Tri china ! pa rasite control) 

8 , I엉 윈 환자용 부균식 (Sleril e meal s for hospi tal pa tienrs) 

9 염균(S t e rilization) !O 기타(Cn s tal ed) 

L 알제 리 I ALGERlA 

1\0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Oose) 

(Food Class ) (Product) (Code) (Date) (Max , kGy) 
어퓨 및 수산식풍 제한없음 3 , 5 ‘ 7 11. 04 .05 10.00 

(F ish and sea[ood) (Any) 
2 가끔육 재한없음 3 , 5 , 7 11. 04.05 10 , 00 

(Raw pou l try and meal) (Any) 
3 신선 과일 빚 채소 재한없음 1. 2 , 4 11. 04 , 05 10 , 00 

(Fresh fru i t s and vegetab les) (Any) 。

4 콕류 빚 곡퓨 가공풍 재한없응 2 11. 04 , 05 10.00 

(Ce rea ls and lhcir mi ll cd product s) (Any) 
5 건조 식육 제한없음 2 11 , 04 , 05 10.00 

(Ori ed food o[ animal origin) (Any) 
6 긴조 새소 빚 향신료 제한없읍 2 , 3 11. 04 , 05 10 , 00 

(Dried vege tab les and sp ices) (Any) 
7 혼합 식풍 재한없 g 3 11. 04.05 10 , 00 

ül i scc 1 1 aneous [oods) (Any) 
8 구근류 지1 한없음 6 11 , 04 , 05 10 , 00 

(Bulbs , rools and luber s) (Any) 

2. 아르헨티나 I ARGENTlNA I 

1\0 
식풍군 제풍 | 활용복적 허가일자 선량(O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te) I(Max , kGy) 
선신 -"1 인 및 >11 소 Aspa r rc1gus 1 02 , 08 , 94 2 , 00 

(Frcsh fruils .nd vege lab lcs) Mushrooms 02 , 08 , 94 3 이) 

Str~“ be rrì cs 5 03 , 04 , 89 2 , 50 
2 곡-류 넷 곡긴 가공품 llried frui l s(.ny) ? 09 , 12 .92 1 이) 

(CNc.ls .nd their mi Ilcd produc ls) llr i αl ‘'cwl.b 1 es( ，.η ) 2 09 , 12 , 92 1 α〕

Nut s 2 09 .12 .92 1. 00 
낀조 사육 Cond i men l s 3 09 , 12 , 90 30 , 00 

(Dricd food of . nimal ori gin) 
4 낀소 시1 소 빚 향신료 Sp i ccs 3 3。 이) 

(Jlricd 、 cgetables and spiccs) 
5 IT.~l듀 Ga 1 i ( 6 02 , 03 , 89 0 , 1') 

(ßulbs , roots and tubcrs) On ion 6 02 , 03.89 0 , J.ï 

pOlato 6 02 , 03 , 89 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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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USTRALIA I 

Ko 
식품군 제품 활용목척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I) (Code) (Date) (Max , kGy) 

1 신선 과일 빗 채소 Brcadf rll i 1 4 27.02.03 1 

(Fresh fruil S and vegelables) L i lchi 4 27.02.03 

Longan 4 27.02.03 l 

Mango 4 27.02.03 

Mangosteen 4 27.02.03 

Papaya(pallpaw) 27.02.03 

Rambutan 4 27.02.03 
2 건조 채소 맞 향신료 lIerbal infllsions 2. 3. 6 20.09.01 6. 6. 10 

(Dri ed vegc l ables and spiccs) Spices and herbs 2. 3. 6 20.09 .01 6. 30 , 6 

lIerbs(dricd) 3 20.09.00 10 

Spi ces 3 20.09.00 10 
V않 i l<l lJ le 5e<lsoni때(dried) ‘3 20.09.00 10 

3 구근류 Carambola 4 27.02 .03 

(B비 bs ‘ rool s and lllbers) Cuslard apple 4 27.02.03 1 

3. 호주 

4. 오스트리아 [ AUSTRl A 1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 ass) (Producl) (Code) (Dale) (Max , kGy) 

1 건조 세소 잊 향선료 lIerbs(dricd) 3 20.09.00 10 

(Dried vcgelab l es and spi ces) Spiccs 3 20.09.00 10 
‘’'egi table S('찌없"떻(dried) 3 20.09.00 10 

허가일자 |선량(Dose) 

(Dale) I(Max , kGy) 

01. 06 .051 2. 5 
2.5 

3 ‘ 7 
2.5 

식풍군 

(Food Class) 
이납 및 수산삭풍 

(fish and sca food) 
21 가퓨육 

(Raw pOllllr) and meal) 
31잔깐j덴 잔개조→→ 

(fresh frII i 1 s and vegelables) 
-1 1곡 쉬 ’깅 1사1 까공품 

(Ccrcals and l hei r mi lled producl S) 
5 더f 식육 

(Dr ied food of animal or igin) 
6 건f 새1-'치 생선료 

i([)r i l'd vcgC' lab l cs and sp iccs) 
7 구난까 

(ßulbs. rools and luber s) 

5 방글라데쉬 [ BANGLADESH 1 
활용목적 

(Code) 
7. 10 

제품 

(Produc l ) 
새 '(1 없유 

\o 

5 

7. 10 ‘ 

5 
? 

( \ny) 
새."jl없잉→ 01.06.05 

C\ny) 

씨센없깐 01.06.05 
r”“ 
”/-C\n) ) 

,11 \'\만펀 0\.06.03 
(,\m') 
세하없?-

10 

01.06.05 ' 

\0 

‘! -
‘) 
>‘

(\m) 
새I{I ?,1 ‘t 

’“ " 
( \11\ ) 

λ” ‘，i~m 얀 
( \，η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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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벨기에 [ BELGIUM 1 

~o 
식풍군 제품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I ass) (Product) (Code) (Dale) (Max , kGy ) 
1 어류 및 수산식퓨 Fi회1. ge llf i약1 (crtt; t a:졌IlS. 3 08 .06 .04 3 

(Fish and sea [ood) 
뼈 luscs) 

Shi l' imps( [rozen) 3 08 .06.04 5 
2 가끔육 Frog l egs( frozen) 3 08.06.04 5 

(Raw poul try and mea t ) Offal of poul lry 3 08.06.04 5 
Poullry IJI‘at(d(Þ‘사 ‘t‘. r‘ .ul . 

’““,,1', ducks‘ 1II /o:i 'O/l!>‘ 08 .06.04 7 μuint'a rOl\ I, q‘’nt 1, lurk(‘y) 
p,‘,ul t ry rnl ‘at( nIt 'ιhan i ‘ ’ il l} 

"q‘ "‘;’‘ .. 1. mi nrn l. ‘ ru.,h“1. 3 08.06.04 3 hrnlH‘.0) 
3 신선 과일 빚 새소 1',‘ II i l S 5 08.06.04 2 

(Fresh fr ui t s and vegetabl cs) Strawberr ies(f r esh) 3 08 .06.04 2 
Vegetablcs 2 , 4 08 .06 .04 1 

4 곡류 및 곡퓨 가공푼 Ccr ca l s and pul ses 2 ‘ 4 08.06.04 

(Cereals and their mi ll ed producl s) Cc r ea l s f lakes 3 08.06.04 10 
Ri ce f 10uI 3 08. 06.04 4 

5 건조 식육 Dehydrated b l o여 

(Oried fo뼈 of animal 이 i g in ) plasma , coagulat es 3 08. 06.04 10 

6 건조 채소 및 향신료 않ep frozen Bfαna l i c herbs 3 08.06.04 10 

{Dried vegetablcs and spiccs) 
Herbs(dri ed) 3 08.06.04 10 

Spices & vcgc l able 3 08.06.04 10 
season i ngs( dri ed) 

7 혼합 식뚱 Arabic gum 3 08.06 .04 3 

(Miscellaneous food s) C~sein ， ca se inates 3 08.06.04 6 
Egg whil e 3 08.06.04 3 

8 구그L ，갇「 On ion 6 08.06.04 0. 15 

(Bu l bs. rools and l uber s) Sha l lols(dormanl ) 6 08.06.04 0. 15 
Slore gar I i c 6 08. 06.04 0. 15 

Slorc polaloes (raι ， 6 08.06. 04 0.15 
unpee led) 

7, 료라질[ BRAZIL 1 

~O 
식풍군 제품 활용목적 허가일자~t I ’선(M량(D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t e) ~ (Max ， kGy) 
이H"i- 1 ι，!; 스 1λ ~~시 'H~- 시1 한없유 7. 10. 5 30.0 1.01 1 * 

(Fish and scafood) ( Any ) 

2 기끔육 재한없검 7 . 10. 5 30.0 1. 01 * 
Ola“ pou I t r ). and Rlea l ) (:\n) ) 

3 ~，!선 과인 잊 세소 지)한없음 1. 2. -1 . 13001.01 * 
(F r esh f rui l s and vcgcl ables) (Anl ) 5 

4 걱 j} 빚 까퓨 가공품 제한없음 2 30.01.01 * 
(Cere‘lI s and l hc i r mi ll ed produ Cl S) (Any) 

5 ?!소 식육 >11 한없유 ‘l 30.0 1. 0 1 * 
(l)r icd food o f anim,lI 01' i gin ) (!lnl ) 

6 기1. _~주 씨 ” →추'，:: 1 ‘η 깐 o 시 '- .서- 지1 한있유 2. 10 30 .0 1. 0 1 * 
(Dried vcgctab l es and spi ccs ) (!lny) 

7 ←F 삽 식퓨 제씬없유 30 .01.0 1 * 
(M i sccllancoII' foods) ( 이ny) 

8 f끈퓨 지| 한있? G 30.0 1. 0 1 * 
(ßulbs. 1'00lS and lubcrs) ( 이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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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불가리아 [ BULGARlA 1 

~o 
식품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Oose) 

(Food CI ass) (Product) (Code) (Date) (Max , kGy) 

건조 채소 잊 향신료 Herbs(dricd) 3 28 , 03 , 02 10 

(Dried vegetables and sp iccs) spices | 3 28 , 03 , 02 10 
Veget <lble se얹.xm igsülr i 3 28 , 03 , 02 10 

9. 케나다 I CANADA I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Oose) 1 

(Food Class) (Product) (Code) (Date) (Max. kGy 
1 팍퓨 빛 곡류 가공풍 Wheal & ,‘,mlt pl αIUClS 2 25.02 , 69 0 , 75 

(Cereals and lheir mi Ilcd produCl S) 
2 간조 채소 잊 향신료 α y vegelab lcs 3 03 , 10 , 8.1 10 

CDried vegetables and s pices) sesonnl r멍S sp lces 

3 구근류 마llOIl S 6 09 , 11 , 60 0 , 15 

(Bu lbs ‘ rOOIS and lubcr s) POlaloes 6 09 , 11. 60 0 , 15 

10. 혈레 I CHILE 1 

~o 
식풍군 제풍 활용옥척 허가일자 선량(O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te) (Max. kGy)1 
이퓨 및 수산식품 Fish(tclcosleos) 2 , 3 , 5 29.12 , 82 2 , 20 

(F' ish and seafood) and f i sh product s 

2 가금육 Chickcll 3‘ 5 29 , 12.82 2 , 20 

(Raw poullry and meal) 

‘’ 
신선 과일 빚 재소 DalC 2 29 ， 12 ， 8~ 

I( FreSh 뼈 )Iango 1.2.~ 29 , 12 , 82 1 

Papaya 29 , 12 , H2 

5tr "“bcrr ies ‘1 
29 , 12 , 82 

l 각류 잇 곡퓨 1)-공품 Ri ce , wheal & ? 29.12.82 

(Ccrea ls and lheir mi II"d produ t'l s) wheal produrts 

j pul sc( cocoa beans) ') 29.12.82 
5 건소 재소 1치 한신 li Spi c:es and corxlirrcnt s 29 , 12.H2 10 

(J)ried vegelablcs and spices) 
IG 6 규근퓨 Pola lO 29.12 서2 0.15 

( 1‘ulbs , root s , md luber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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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중국 [ CHINA 1 

k。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l) (Code) (Dale) (Max. kGy) 
가금육 ßeef and pollllry 3 10.06.96 2.50 

(Raw poullry and meal) meat ( fr ozen) 

Pork 7 23 .02.94 0.65 
2 신선 과일 및 채소 지l 한없음 5 10.06.97 1. 50 

(Fresh fruits and vege l abl es) (Any) 

3 곡퓨 벚 곡류 가공품 Beans 2 10.06.97 0.20 

(Ccrcals and lhe ir mi I lcd pl'odllctS) Cere;d grains(r ice. I\I'lE'at) 2 10.06.97 0.60 
Dried nllls 찌1ó frll ils 2 10.06 .97 0.40 

4 건조 채소 맞 향신료 Sp i ces 3 10.06.97 10 

(Dried vegetables and spi ccs) 
5 혼합 식풍 cc생，ed læal fαxl for 3 10 .06 .97 8 

0\ i sce I1 aneollS f oods) I iveslock and poullry 

Pol l en 3 23.02.94 10 

Sweel pot ato wine 3 23 .02 .94 4 
6 구근류 제한없유 6 10.06.97 1. 50 

(ßlI lbs. roots and lubers) (Any) 

12. 코스타리카 I COSTA R1CA J 

~o 
식풍군 재풍 활용옥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l) (Code) (Dale) (Max. kGy) 
어류 맞 수산식품 Fish( leleoslcos) 2.3.5 07.07.94 2.20 

(Fish and seafood) and fish pr odllcts 

2 가금육 Chicken 3 ‘ 5 07.07.94 2 . 20 

(Raw pOlll try and meat) 
3 신션 과연 잊 지|소 Da tes 2 07.07.94 l 

(Fresh fl'ui ls and vegetables) Mango l. 2.5 07.07.9.\ 1 

Papaya 1. 2 07.07.94 1 

St rawbe rt' i es 5 07.07.94 
4 팍퓨 잇 곡쉰 가공품 Rice 2 07.07.94 l 

(Cereals 끼nd lhei r Illi lI ed prodllcts) PlI lses(cocoa beans) 2 07.07.94 

l‘h,‘éH S and whe<"!l product s 2 07.07.94 
5 건소 시|소 및 향선료 에Jl Cl'S 짜d condi nl?nts 2. 3 07.07.94 10 

(l)ried vegel <lblcs and spices) 
6 주끈퓨 Onions. po t a l oes 6 07 .07 .91 

I( ßlllbs. roots and lll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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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크로아티아 [ CROATIA 1 

~O 
식풍군 재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1"000 Class) (PrOOuCl) (Code) (Date) (Max. kGy) 
l 이류 및 수산식퓨 Any 7 , 10 , 5 21. 06.94 5 

(Fish and seafood) Frog lcgs 2 21. 06 , 94 8 
2 가금육 제한없음- 7 ‘ 10 ‘ 5 21. 06 , 94 7 

(Raw pou llry and mea l ) (Any) 
선선 과일 잊 채소 지|한있유 1 , 2 , 4 , 5 21. 06.94 3 

( Frcsh fnli 15 ancl vege l ab les) (An) ) 
4 곡류 맞 곡퓨 가공풍 An) 2 21. 06 , 94 

(Cereals and lheir millcd produCls) Dr ied frui ls 3 21. 06 , 9-1 10 
5 건조 식육 제한없음 2 , :1 21. 06.9 -1 3. 30 

(D r ied food o f anima l origin) (Any) 

6 건 3:. 채소 1치 향신료 제한없유 2 , 10 21. 06.94 30 

(Dri ed vegclab les and sp ices) (!\ny) 
7 흔한 식품 ~I('als for 3 21. 06.9-1 45 

Oliscel lancous foods) i ITIlIUnOSUI)pressed 
pat icnts ‘ l1rr:lhic 

gum‘ cnZ Jm('s. cggs 
ancl egg produc l s 

8 구근류 제한없응 6 21.06 , 94 0.50 

(Bulbs , rools and lubers) (!\ny) 

14. 쿠바 1 CUßA I 

~o 
식풍군 재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1"000 Class ) (PrOOucl) (Code) (Dale) (Max. kGy) 
어류 및 수산식퓨 Fish(clricd) 2 0 1. 05.93 

(Fi5h and seafood ) Fish(frC5h) 5 01. 01. 91 3 

SeefoOO 5 01. 01. 91 3 
2 가끔육 Me"l 3 01. 08.91 5 

(Raw poull ry ancl meal) ~l c" l produCl S 01. 0:3 .90 4 
선신 과인 앗 새소 \v’oc ‘ldos 01 ‘ 08.92 0 . 25 

(Frcsh frlli l s and vegc l ab les) 「m1 1!al1앙oes 01. 07 , 92 0 , 75 
4 곡류 맞 팍{} 가공품 1 seed( ‘$<1112 seeds) 2 01. 10.93 ? 

((. re ,, 15 and lheir millccl procillcl s) Pulscs(cocoa beans)1 1>) 01. 01. HB O. ,,0 

‘] 낀조 식육 \l1 ill1ol blooci(cir icci) 2 0 1. 01. 90 2 

j( 1)lled food o f an lmal Ol lgln) 
f-

R 낀조 재소 잇 향↑liL SpÎ ces ‘) 0 1.08.90 5 

(Dr icci vcgc l ab le5 and spices) 
7 ;0. '(f 시 1γir， Casings(hoμ) 01.10.88 7 

(M i sce llaneoll s f oods) 
「← G 8 (- -~-’~} Gctr I i cs 01.0 1.87 0.01l 

(BlI l bs , rool5 ,,"d lllb"r s) Onions 6 01. 0-l.1l7 0.06 
POl ,llO l'S 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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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체국 [ CZECH REPUBLIC ]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Oose) 

(Food CI ass) (Produc t) (Code) (Date) (Max , kGy) 
어퓨 및 수산식품 Any 7 , 10.5 12.03 , 04 2.5 .3 

(Fish and scafood) I‘ log legs( f rozcn) 3 5 
2 가금육 Pou l try 7 12 .03 , 04 3 

(Raw pou l try and meat) Poul try meat 10. 5 12 .03.04 7 
3 신선 과일 잇 채소 재한없응 2.4. 5 12 .03. 04 1. l. 2 

(F rcsh fruits and vegetables) (Any) 
4 ;;F섞- 맞 곡퓨 기 꽁품 CC1ll l eal and lhell 2 , 3 12.03.04 

(Cereols and the i r mi I lcd products) 
mi I led products 

Dricd fruits 2 , 3 12.03.04 

Pul ses 2 , 3 12.03 , 04 10 
5 건조 식육 Cascin , casein까 tes 12 ,03.04 6 

(Dried food o f onimal orig in ) Coagu lates 2 12.03.04 10 

Dehydrat ed blood 2 12. 03.04 10 

Pla sma 2 12.03.04 10 
6 건조 채소 및 향선료 제한없음 2 , 10 12.03.04 1. 10 

(Ilried vegetables and sp ices) (:이1y) 

7 혼합 식품 Egg whi t e 3 12.03.04 3 

(Misce llaneous foods) Gum ar ::lbic 3 12 .03 , 04 3 
8 구근류 제힌없음 1. 6 12.03 , 04 l ‘ 0.20 

(Bul bs. root s and tubc r s) (Any) 

16. 덴마크 [ DENMARK ] 

k。
식품군 제풍 |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Oose) 

(Food Class) (Produc t) (Code ) (Date) (Max , kGy) 

간조 치l소 잇 ‘향신료 Herbs(dried) 3 23 .12. 85 10 

(Ilri cd vegetablcs and sp ices) 3 23. 12. 85 10 

\'cgc tab le se<1 sonings 3 23.12.85 10 

17 이집트 [ EGYPT ] 

~O 
식품군 재뚱 활용꽉적 허가일자 선량(Oose) 

(Food C1ass) (Produc t) (Code) (Dat e) (Max , kGy) 

1 산조 치l소 넷 향선료 Dri[{1 gflr l ic llnd on ìms 22 .10.97 10 

( Ilried vegetables and spices ) llerbs 3 22.10 ,97 ' 10 

Spices 10 
2 T그1 1n「 Gar 1 i c 6 09.0 1.0 1 0.20 

<Bu lbs. roo t s and t ubc r s) Onions & po taloes ’ 6 09.01.01 0 . 20 

103 -



18 핀란드 [ FINLAND 1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te) (Max , kGy) 

건조 채소 맞 향신료 Ilerbs(dried) 20.09 .00 10 

(J)ried vegelab l es al1d spiccs) Spices 3 13 . 11. 87 10 

l’야~l <lble seasooi~(dri E'd) 3 20.09 .00 10 
2 흔망 삭풍 Slcrilemcals 13.]].87 10 

(Miscel l aneous food,) 

3 구근류 Yarms 6 09.01.01 0.20 

(ßulbs. roots al1d lubcrs) 

19 프랑스 [ FRANCE ] 

~O 
식풍군 제품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1 

(Food Class) (Product) (Code) (Date) (Max , kGy) 
1 어류 맞 수산식뚱 See food (shr imps) 3 10.10.91 5 

(Fish and sea food) 
2 가금육 ~~t ，뼈 lhcil αα1lClS 3 23.03.85 5 

(Raw pOUllr) and meat) POUllr) 3 01. 09.90 5 
3 곡류 및 곡류 가공풍 Cerca 1 f 1 akes 3 16.06. 85 10 

(Cereals and their mi I1α1 producl s) Ccreal germs :3 17 .05 .85 10 

Dricd frllil S 2 13.0 1. 88 

Pul scs 2 01. 09.90 5 

Ricc floll l 3 13.01. 88 10 
4 건조 식육 Cascin. casc~natcs 3 21. 07.91 6 

(Dried food of animal origin) llT‘y fαxl for orig in(anin당| 3 04.12.86 10 
1> 1α.x.1 (lried : P l ll엇11<1 mxt 

blocx:l prαIUo.: l s) 

Sp i Cl'S 10.02.83 10 

\f1{f' t:lble s{、"’;(JIllng(dri e<:l) 3 20.09 .00 10 
5 건조 채소 잇 향신료 IIcrbs(dricd) 22 ‘ 08 ‘ 90 10 

(J)ricd vegc tabl cs and spices) 

.~rab ‘ 6 ，"Ç>;삼 식품 I‘ aD I C gunl 16.06.85 

(MiscellaneOllS foods) 
4 

7 /끈류 (;,,,. I i C. 011 i On 6 12.07. 8 1 0.75 

Wulbs. rOOl S ‘md lubcrs) Slw 11 ol s 12.07.8 1 0.7;, 
20 독일 1 GERMANYI 

식품군 

(F'ood Class) 
재풍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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ùl-H 앗 수산사용 

(1)1' i cd \'('1((' l ab 1 es and sp i ccs ) 

IIcrbs{dr iα1) !O 

Spin‘S ~O.09.0() 10 
“힐，.， ’1)1 、 'i<'~:~ -1 1 ’ I b-~II:I LI ~:) I • 、) ~O.O~.O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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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가나 [ GHANA 1 

h。
식풍군 제품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I'ood Cl ass ) (Product) (Code) (Date) (Max , kGy) 
l 어류 및 수산식풍 제한없음 7 , 10. 5 15.01.97 2 ‘ 5. 3 

(Fish and sea f ood) (Any) 

2 가금육 제한없음 7. 10 , 5 15.01. 97 2. 7. 3 
(Raw poultry and mea t ) (Any) 

3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한없음 1. 2. 4 15.01. 97 
(Fresh fruits and vege t abl cs) (Any) 5 15 .01. 97 2.50 

4 곡류 및 곡퓨 가공품 제한없음 2. 10 15.01. 97 1. 5 
(Cerea l s and thei r mi Ilcd pr oducts) (Any) 

5 건조 식육 제한없음 3.2 15.01. 97 10‘ 1 
(Dried food of ani mal or igin) (Any) 

6 건조 채소 및 향신료 제한없음 2. 10 15.01. 97 1, 10 
(Or i ed vegetables and sp i ces) (Any) 

7 폰합 식품 제한없음 4 , 10. 9 25.02.98 10 
(Miscel l aneous foods) (Any) 

8 구근류 제한없음 6 15.01. 97 0.20 
CBu l bs. root s and t ube r s) (Any) 

22. 그리스 [ GREECE 1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 F'ood Class ) (Pr oduct) ( Code) (Date) (Max , kGy) 
l 건조 채소 및 향산료 lIerbs(dri ed) 3 20 .09.00 10 

IClkied vcgc t ables and sp ices) Sp i ces 3 20 .09.00 10 
‘regetab!e seasoning(dr ied) 3 20 .09 .00 10 

23 헝가리 [ HUNGARY 1 

~o 
식품군 재풍 활용옥적 허가일자 선량(Dose ) 

(Food Cl ass ) (Produc t ) (Code) (Date) (Max , kGy ) 

1 ?!3:. jJl 소 빚 향선료 lIerbs( dricd) 20.09.00 10 
(Dricd vegctab les and sp i ces) Spices 3 20 .09. 00 10 

\'eget iìh I e sea없1i !핍(dr i ξ，1) 20.09.0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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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도 [ IN DlA 1 

~O 
식품군 

(Food Class) 
1 어류 및 수산식품 

(Fish and seafood) 
2 가금육 

(Ra까 poullry and mea l ) 

3 선신 과~I 벚 채소 

(Fresh fruits and vcgetablcs) 
4 二「ETE「 u X1 ;;l 1 1긴1- 71 二。a면~ 

(Cereals and lhc ir mi Il ed product s) 

5 건조 채소 맞 향신료 

(Dried vegclables and spiccs) 
6 구근퓨 

(ß비 bs. roots and lubers) 

25. 인도네시아 [ INDONES IA ] 

1\0 
식풍군 

(Food Class) 
1 어류 맞 수산식품 

(Fish and seafood) 

2 곡류 및 곡쉬 가공품 

(Cerea l s and the ir mi Iled products) 

3 건조 새소 잇 향신료 

(Dri cd ‘ egctables and sp iccs) 
4 기 •• ’-i -L{i. 

(ßulbs ‘ r OOlS and tuber s) 

26. 01 란 1 IRAN 1 
식풍군 

(Pood Class) 
시| 스 ‘j 짜신닌 

W, icd \'cge tabl cs and s p ices) 

27 아일랜드 1 IRELAND 1 

\0 

1 1 시，f: ι11 0} 

식풍균 

(Pood Class) 
넨 학선갚 

( ll, i"d 、 cgt' tab t cs and sp i l'l's ) 

재풍 

(Product) 
지l 한없음 

(Any) 
제한없음 

(Any) 

Mango 

Dried fruit s(dalPS. 
f igs r<l islns) 

Pulscs 

Ricc 

~eat 찌XI 때=-at α o:iK:t s 

Sp i ces 

Garl ic. g inge l 

Onion 

Po ta lo 

제품 

(Product) 
Fish(dricd) 

Frog legs( f rozcn) 
Shellf ish(frozcn shrirups) 

Cc r ca ls 

Dr icd frui l S 

pulses 
Spi ccs 

새엔없응 

(Any) 

재묶 

(Produc t) 
Spices 

활용목척 허가일자 선량(Dose) 

(Code) (Date) (Max. kGy) 
2. 3. 5 02 .05 .01 6 

3. 5 06.04.98 4 

1. 2 06.04 .98 0.75 

2 06.04 .98 0.75 

? 02.05.01 1.00 
? 06.04.98 1.00 
? 06.04 ‘ 98 1. 00 
3 09.08.94 14 

6 06.04.98 0.15 

6 06.04.98 0.09 

6 09 .08.941 0 .15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Code) (Date) (Max. kGy) 
2 10.02.85 5.00 

3 10.02.95 7.00 

3 10.02.85 5.00 
2 29. 12 .87 1. 00 

2 10.02.95 1. 00 

3 10.02.95 5 .00 
3 29.12.87 5.00 

6 29.12.87 0.15 

재풍 대￥용목적 | 허가일!:.:<r 선량 Dose) 
(Product) I (Code) I (Date) I(Max. kGy) 

lll'l' bs(dried) :l 120.09.001 IC 

Spi“ ‘s :l ' 20. (개 001 10 
이‘:"1，'t.'ta↑ )[1' SI， ';t씨 '"ψldr Iα11 

‘ ) 20.W .O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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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스라엘 [ ISRAEL 1 

h。
식풍군 

(I'ood Class) 
가금육 

(I1aw pOlll t r y and mea t ) 
2 신선 과일 및 시}소 

(F rcsh [ruit s and vegeta bles) 
3 곡류 맞 콕류 가공품 

(Cereals and thei r mi Il ed products) 
4 건조 식육 

(D r ied [ood o[ animal or igin) 
5 건조 채소 및 향신료 

(Dried vcgclables and s pi ces) 
6 구그c-rr 

(Bu lbs. rool s and lube r s) 

29 이탈리아 [ lTALY 1 

\o 
식풍군 

(I'ood CI ass) 
l 건조 치|소 및 향신료 

(Dried vcgetab les and spices ) 

2 구근류 

(Bul bs . root s and t ubers) 

30. 일본 [ JAPAN 1 

--, - , "" 
ILil 

식풍군 

(Food Class) 

(Bu lbs . roots and tllbe r s) 

제풍 

(Product) 
Raw pou 1 t ry and 
poullry sec l ion s 

제한없읍 

(Any) 

재한없음 

(Any) 
Animal [eed 

Ilr ied vege t a bl es 

Spi ces 
Garl ic ‘ mlm 양1allots 

Potatoes 

제풍 

(Product) 
Iierbs (dri ed) 

Spices 
V야~table seasoning(dr ied) 

Gal ic s 

Onions , potatocs 

제흡 

(Product) 
POlfll O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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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Oose) 

(Code) (Oate) (Max , kGy) 
3. 5 17.02.87 7.00 

1. 2 17.02. 87 1. 00 

2 17.02.87 1. 00 

3 19.07.73 15 

3 17.02.87 10 

3. 5 17.02. 87 7.00 
6 06.03.85 0.15 

6 30.07.67 0.15 

활용목척 허가일자 선량(Oose) 
(Code) (Oate) (Max , kGy) 

3 18 .07.96 10 

3 18.07.96 10 

3 20.09.00 10 
6 30.08.73 0.15 

6 30 .08.73 0.15 



3 1. 한국 [ KO앉A， REP. OF 1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 ass) (Product) (Code) (Date) (Max. kGy) 

1 신선 과일 빛 채소 \lushrooms 2 16.10.87 1. 00 

(Fresh fruits and vegetables) 
2 곡류 및 곡류 가공품 Cere<l l S of I않uæs 짜I’ 2. :3 24.05.04 5.00 

(Cereals and their mi lled prodUClS) 
tl-e ir 1:0‘;dl'rs as 1 1뽕eck:!nlS 

of r.αxl prα:kIClS 

Cheslnuls 2 16.10.87 0.25 

3 건조 식용 Animal orgin( lIleat ‘ 3 14.12.91 7.00 

(Dried food of anima 1 origin) f i sh ‘ she 11 f i sh) 

Egg po~del 3 2 1. 05.04 5.00 
4 건조 새소 넷 향신료 Dr ied ‘ cgclables 3 ' 19.05.95 7.00 

(Oried vcgelables and sp ices) Spices(dried) 3 13.09.88 10 

rca 3 24.05.04 10 

Vegetabl!" sc<lsooing(dried} 3 19.05.95 7 ‘ 00 
5 흔함 식품 Algac food 3 24.05.04 7 .00 

(M i sce 11 aneous f oods) Aloe 3 24.05.04 7.00 

Enzime preparal ions 3 24.05.04 7.00 

IJI ter iX>'<ffi<1 P'CXU::lS 3 1".12.91 7.00 
‘ lIlmj <q<. ko:!uj~" 찌Jj"，，) 

Sauc l'S 3 24.05.04 10 

Soy bean s and red 
3 14.12.91 7.00 peppcr pa5le 

Slarch as ingredient 3 14.12.91 5.00 of food products 

Steri lc meal5(fol 3 19.05.95 10 
2nd paturizalion) 

Yea5l powde l 3 24.05.04 7.00 
6 구근김 G<lI" 1 i c 6 11. 12 .91 0.15 

(Bulbs. rools and lubcr s) Ginseng 3 ~4.05.04 7.00 

Onion. potatoes 6 16.10. 87 0.15 

32 리비아 [ LIBYAN ARAB JAMAHIRIYA 1 

~o 
식품군 재풍 활용목직 허가일자 신량(Dose) 

(Food C1a5s) (Product) (Code) (Da te) (Max. kGy) 

1 1 7 1 급육 POllllry mcal :3. s OI. OI.H9 " .00 
(Raι poul t ry and meô t ) 

21신 선 파?! 12 ‘11 -:-' DalC5 ‘) 101.0 1. H91 1. 00 

(Frcsh frui ls and vcgetablcs) 
31 건3: ι11 -}- ';1 깎↑lli SPI [C5 IOI.01.~91 10 

(l)r i cd vcgcl ,tbles and spicν5) 
-1 1구간 ii (;;1 1' 1 Îc 6 01.01.H9 0.0 1 

(BII I bs. root s and lllb이 5) Onion 6 01.0 1. ~9 O.OH 

Potalo 6 01.01. 1l91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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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룩셈부르크 r LUXEMßOURG 1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5e) 

(Food Cl a55) (Product) (Code) (Date) (Max. kGy) 
1 건조 채소 및 향신료 ller b5(dried) 3 20.09.00 10 

(Dried vegctables and SpiCe5) Spi ce5 3 20.09.00 10 
V영elable seaSCfl i맹(dr iedl 3 20.09.00 10 

34 멕시코 [ MEXICO 1 

、。
식품궁 제품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5e) 

(Food Cl a55) (Product) (Code) (Date) (Max. kGy ) 
어류 및 수산식품 제한없음 5.7. 10 06.09.05 10 

(Fi sh and seafood) (Any) 
2 가금육 제한없음 5.7.10 06.09.05 10 

(Raw poullry and meat) (Any) 

3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한없음 1.4.5 06.09.05 10 

(Fresh fruil s and vegelables) (Any) 
4 그「L 1E「 n 7;l : ←~ ;l- 7t1F~- 제한없음 2 06.09.05 10 

(Cereals and their mi Iled produC1S) (Any) 
5 건조 식육 제한없음 2 06.09.05 10 

(Dried food of animal origin) (Any) 

6 건조 채소 및 향신료 지l힌없음 2.10 06.09.05 10 

(Dried vegelables and spiccs) (Any) 
7 폰합 식품 제한없음 10 06.09.05 10 

(M i sce llaneous foods) (Any) 

8 구끈류 재한없음 6 06.09.05 10 

(Bulbs. t 0015 and tubcrs) (Any) 

35 네덜란드 r NETHERLANDS 1 

~o 
식품군 제품 활용목척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te) (Max. kGy ) 
이l -fi- ~ ~샤 나시 ， 프 p Frog lcg5 10 5 

([‘ ish and seafood) Prawns. s hrimps 10 
2 가긍육 Poultry me (l t 5 . 10 7 

m"" pOU 11 ry and meal) 
3 팍듀 빚 콕쉰 가공푼 Cerea 1 f 1 akC5 2 01. 08.92 75 

(Cereals ‘1nd lhe ir mi Il cd prodllc ls) llr icd frui lS 2 0 1. 08.92 

Pul scs 2 
4 신조 치1소 l치 헝신료 IJr i cd \'cgc 1 씨)les 2 . 10 01.08.92 10 

(lJricd 、 e잉elablcs and sp iccs) Ile t'b s 2 ‘ 10 Ol. O~. 92 10 

Sp i ccs :!. 10 0 1. 01\ .92 10 

\ CgC l ab le seasoni ngs 2. 10 20.09.00 10 

5 온한 석퓨 Arabic gum 3. 10 0 1. 08 ‘ 92 75 

(\1 i scc 11 ancoll s f oocls) IJccp fro zcn meals :l . IO 0 1. 08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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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뉴질 랜드 [ NEW ZEALAND ] 

~o 
식품궁 제 품 활용목척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l) (Code) (Date) (Max , kGy) 
1 신선 과일 잇 채소 Ca rambol <l 4 27.02.03 l. 00 

(F resh fruil s and vegclables) Cus lard apple 4 27.02.03 l. 00 
\.i lch.longan ‘ mango 」 27.02.03 1. 00 
~Imlgos(en. p<lαl~ιa.rrunbut an 4 27 .02.03 1. 00 

2 건조 채소 1싱 향선료 IIcrbal inflls ions 2. 3. 6 20.09.01 6 ‘ 10. 10 
(Dried vcgc l ables and sp ices) IIcrbs 2 , 3. 6 20.09.0 1 6. 30. 6 

Spi ccs 2. :3‘ 6 20.09.0 1 6. 30. 6 
3 구근퓨 Brcadfrlli l 4 27.02 .03 1. 00 

(Bulbs. roo l s and lllbers) 

37 노르웨이 [NORWAY] 

~o 
식풍군 제뿜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l) (Code) (Dale) (Max , kGy) 
l 건조 세소 빚 향신료 Hcrbs(d ri ed) 3 20.09.00 10 

(Dr i ed vcgel ab 1 es and sp i ces) Sp i ccs 3 20.09.0。 10 
\'egetable 앓:a앉>) ，땅(dried ) 3 20 .09 ‘ 00 10 

38 파라과이 [ PARAGUAY ]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 .선(M량(Dose) 

(Food CI ass) (Product) (Code) (Da te) . (Max , kGy) 
1 。}퓨 및 수산식풍 재하없음 ~. 10 31. 01. 00 3. 5 

(Fish and scafood) (끼ny) 

2 1l가(R금욕 제한없음 5. 1O 31. 01. 00 5 ‘ 00 
a" pOllll r y and mca t ) (Any) 

신선 과띤 잊 채소 지|힌없유 1. 1 ‘ 3 31. 01. 00 1. 00 
(Fresh frllil s and vegelablcs) ( \n)') ‘ι) 31. 01. 00 2.00 

| 곡류 및 팍퓨 가공룹 지|후| 없유 ? 31.01.00 1. 00 
(Cercals and lheir mill ed producl s) ( 끼n ，，) 

5 컨소 식육 씨이있은 ‘) :1 1. 0l. 00 1 00 

(건D조ried food of animal orig in) (Any) 
6 세소 1시 향신료 씨 ?I 있유 2.10 :1 1. Ol. 00 1. 10 

(Dr icd ‘ cgclablcs and spiccs) (끼11\) 

7 온?} A! :; <11 ?I 잉유→ 3. lO lO 

(‘1 i sce 11 aneOllS f oods) 

각→ 8 1 ← ←’ l← 1i1‘’「 ' 11 하떠유 ” 31.01. 00 0.20 
(Ilulbs. rOOlS and l llbcrs)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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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폐루 [ PERU 1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I ass) (Product ) (Code) (Date ) (Max , kGy ) 
1 어류 및 수산식풍 제한없음 7.10 05.12 .01 2 , 5 

(Fish and sealood) (Any) 5 05 . 12.01 3 .00 
2 가금육 재한없음 7 , 10 05. 12.01 2 .7 

(Ra. poul l ry and mea t ) (Any) 3 05. 12.01 3 .00 
3 신선 파연 맞 새소 제한없음 1. 2 05 .12.01 

(F rcsh Ir uil s and vegel abl es) (Any) 5 05 .12.01 2 .50 
4 곡류 빚 곡류 가공품 재힌없음 2 05 .12.01 

(Cercals and the ir rni I led producls) (Any) 
3 건조 식육 재힌없음 2. 3 05 . 12.0 1 1. 3 

CDr ied 10여 01 animal or ig in) (Any) 
6 건조 세소 및 향신료 제한없음 2 , 10 05. 12 .01 1. 10 

(Dr ied vcgelab les and spi ces) (Any) 
7 폰힘 식품 제한없음 3 05 .12 .01 10 

<M isce l laneous loods) (Any) 
8 구끈퓨 재한없음 6 05. 12 .01 0.20 

(Bu lbs. rOO l s and luber s) (Any) 

40 필 리 핀 [ PHI LlPPINES 1 

~o 
식풍군 지1 용 활용목척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 (Product) (Code) (Date) (Max , kGy) 
1 어류 잇 수산식품 지l한없음 7.10.5 01. 03 .04 2.7.3 

(F ish and sea lood) (Any) 
2 가「그rj 1 。{ 시l 한없음 7 , 10 ,5 01.03.04 2 ‘ 7.3 

(Ra. poullry and meal) (Any) 
3 신선 과인 밍 채소 χiI한없유 1 ‘ 4 01. 03.04 

(Fr csh I,'ui lS and vegetab les) CAny) 5 01. 03.04 2.50 
4 콕류 l샤 곡류 가공품 시1한없음 2 01. 03.04 

(Cerea ls and lheir mi I lccl products) CAn)') 3.10 01. 03.04 3 

6 0l. 03.04 0.25 
5 건조 식육 제한없유 2. 3 01. 03 .04 1. 3 

CDricd lood 01 an ima l ori gin) (A I1Y) 10 01. 0:; .04 7 
6 건조 지，].-}: 잇 ‘항신료 제한없음 2.10 0 1.030 <1 l. 30 

CDried vcgclablcs and sp iccs) (A I1)') 

7 온셈 식굉 세한없 g 4.9.10 0 1 .03딱「 (‘1 i sce II ancous 1 oods) (Any) 
세한없유 6 01.03 

(llulbs. rools and lubcrs) (^n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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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폴란드 [ POLAND 1 

~o 
식풍군 제품 활용목척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 ass) (Product) (Code) (Date) (Max , kGy) 

신신 과인 및 채소 MlIshroonls 5 04.07.03 2.5 

(Fresh fruilS and vcgctables) 
2 건조 새소 맛 향신료 Dr i cd mushrooms 3 04.07.03 10 

(Dried vcgetables and sp iccs) Dried vegetab le 3 04.07.03 10 

Spices & hcrbs 3 0.1. 07.03 10 
3 구그」1Rl- G깐 1‘ ’ lCS 6 04.07.03 0.25 

(Bulbs. rool s and lubers) Onions 6 04.07.03 0.06< 

Polalocs 6 04.07.03 0 ‘ 10 

42 포르투갈 [ PORTUGAL 1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d Class) (Producl) (Code) (Dale) (Max , kGy) 

건조 채소 잊 향신료 Herbs(dried) 3 26.12.01 10 

(Dr i ed vegelables and spices) Spi ccs 3 26.12.01 10 
‘.옆~[abl(' seas.α11 0，암(dr ied) 3 26.12.01 10 

43 러시아 연방 [ RUSSIAN FEDERA TION ] 

k。
식풍군 제풍 활용목척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 te) (Max , kGy) 
1 가금육 l해:hit ßl"flt 쩌Ù Ilpir JT떼.cts 5 11.07.64 8.00 

(Ra“ poultry and meat) fìrk "낀‘ arllll.‘ orprαuts 5 11.07.64 8.00 
Ral U(><ll an:1 tht서 I 1)1 αk>c ts 5 01 ‘ 02.67 8.00 

Poultry 5 04 .07 .64 6 .00 
2 신선 과띤 맞 채소 지l 반있유 1. 2.4.5 11. 07 .64 0.03 

(Fresh fruits and vege labl es) (.\ny) 

3 곡퓨 l치 곡륜 가꽁품 Grains(corn 씨 hcat) ? 01. 01. 59 0.30 
(Ccreals and lhei r mi l lC'd producL s) Rice 2 01.0 1. 59 0.70 

4 건조 '11 스 잇 향선료 Dr i cd \'cμel"b l cs 2.10 4.00 

(Dricd vcgetables and spiccs) 
5 흔합 사룹 Food .:onι “ntrat “s((\n ed) 2 06.06.66 0.70 

(M i scc I I ancous f oods) PlIdding(dried) 2 0.70 
6 구근퓨 Oninon 6 17.07 .64 0.06 

(BlI lbs ‘ rOOIS and lubers) Pot <H O L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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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사우디아라비아 [ SAUDI ARABIA 1 

N。
식풍군 재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le) (Max , kGy) 
l 어류 및 수산식풍 제한없음 5 ,7.10 07 . Ol. 02 * 

(Fish and sea[ood) (Any) 
2 가금육 세한없음 5.7.10 07.0 l.02 g 

(Raw poultry and mea t) (Any) 
3 신선 과일 빚 채소 제한없음 ] ‘ 2.4.5 07.01. 02 * 

(Fresh fruit s and vegetab les) (Any) 
4 곡류 및 곡류 가공풍 제한없음 2 07.0 1. 02 x 

(Cereals and their rni lI ed products) (Any) 
5 건조 식육 제한없읍 2 07.0 1. 02 x 

(Dried foocl of animal origin) (Any) 
6 건조 채소 및 향신료 제반없음 2.10 07.0 l. 02 * 

(Dried vegetables and spices) (Any) 
7 혼합 식푼 제한없음 3.10 07.0 l. 02 ‘” 

(Mi scellaneous foods) (Any) 
8 구근류 제힌없읍 6 07.0 1. 02 * 

(Bulbs. roots and tubers) (Any) 

45. 남아프리카 [ SOUTH AFRICA 1 

s。
식풍군 제품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te) (Max , kGy) 
이류 및 수산식품 제힌없음 5 ,7.10 29.10.02 
CFish and sea[ood) CAny) 

2 가금육 제힌없음 5.7 ,lO 29. lO .02 
(Raw poultry and meat) CAny) 

3 신선 과일 및 지1 소 재힌없읍 1. 2.4 ,5 29. lO .02 
(j‘ rcsh fruil s and vcgclab les) (,\ny) 

4 71- 1g!- D 7 <1 :요 ~-fi- 7}-h.!.~- '11 한없음 2 29.10 .02 
CCcl'eal s and lheir mi Il ed products) (Any) 

a 건조 식육 지1한없유 2 29.10.02 
Wried foocl O[ animal origin) CAny) 

6 간조 치1소 및 향신료 시1한없유 2. lO 29.10.02 
Wriecl vcgclab lcs ancl spiccs) CAny) 

7 --;<'，>~δ티l 서 →1 프 n 재힌었음 5.10 29 . lO .02 
(Miscellaneous foocls) (Any) 

8 쿠근 D- 재 -q!없음 3 .4 .6.9 29.10.02 
(8ulbs. raOlS ancl tuber sJ (Any) 10 

q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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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스페인 [ SPAJN 1 
식풍군 

(Food Class) 
1 1 건조 채소 벚 향신료 

( Dri ed vege l abl es and sp i ces) 

47. 스웨 덴 [ SWEDEN J 

~o 
식풍군 

(Food Cl ass) 

건조 새소 및 향신료 
(Dried vege labl cs and spices) 

48. 시리아 [ SYRl A 1 

~o 
식풍군 

(Food CI ass) 
l 어(F뷰 및 수산식품 

i sh and sea food) 

2 가금육 
(Raw poul tr y and mea t ) 

3 신선 과일 빛 채소 
(Fresh frllits and vegetab les) 

4 콕(C 류 빚 곡류 가공풍 
e r cals and the i r mi Iled produc t s) 

5 건조 식육 
(D ri ed food of animal orig in l 

6 건조 새소 빛 향신료 
(Dri ed vegclab lcs and spiccs) 

7 -「「t「r7πr 
(ßu lb s , rOOlS and lubc r s) 

49 태국 [ THAILAND 1 

~O 
식풍군 

(Food CI ass) 

o(F1뷰 및 수산식품 
ish and seafood) 

2 가삼육 
(Ra\\ 1'oullr)' and "lcat) 

선선 과임 잇 채소 
(F J'esh fl'llil S and 、 eget <l bles)

제풍 

(Product) 
He rbs(dried) 

Spi ces 

재풍 

(Product) 
Herbs(dricd) 

Spices 
V廳l <lhl E;" 양a없i뺑(c1r i때 ) 1 

제풍 
(Produc l) 

제(한An없y)음 

제한없음 
(Any) 

제한없음 
(Any) 

시}한없음 
(Any) 

새한없음 
(Any) 

재한없음 
(Any) 

깨한없음 
(Any) 

제풍 

(Product) 
Fish (dried) 

F i s h prodllCl s 
Shc l l fi sh(shri pms ) 
~kC i r i L' sallsagcs 
따111 .. α1 nm 、 01

Chickcn 
SéHlsagcs 

Mango 
PapaYél 

Stra비)cn \ 
4 곡뷰 12 과까 시 공품 \\he“t an::1 \\n';H pro::luct 5 

CCcrcals ancl thei , ' lI1 i I lccl prodllcts) Driccl fruit s( jujuba) 
Fc rlllcnlcd coιoη 

li i ce 
γ13E 개소 잇 쟁선단 Spiccs and condi ll1(,!l lS 
(Il r iecl \egct ab 1 es ancl sp i ces) 

β 「근41 (;<l rlil' ‘ 01110n. 
Cllll l bs , rool s ‘ rncl llllx' r s) pot ‘ It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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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일자 선량(Oose) 

(Code) (Dale) (Max , kGy) 

3 20.09.00 10 

3 20 .09.00 10 
3 20.09.00 10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M량(D。se )) 
(Code) (Date) ax , kGy 

7 ‘ 10 02.08.96 2 , 5 
5 02 .08.96 3 

7 , 10 02 .08 .96 3 . 7 
5 02 .08.96 3 

1. 2 ‘ 4 02.08.96 1 
5 02.08.96 2.50 

2.3 02 .08.96 1 , 5 
5 02.08.96 5 

2 , 3 02.08.96 1. 3 

2. 10 02 , 08.96 1. 10 

6 02 ‘ 08.96 0 . 2 

활용목적 허가일자 산량(Oose) 
(Code) (Dale) (Max , kGy) 

2 04. 12 , 86 1. 00 
3 ‘ 5 04. 12.86 2.20 

04. 12 , 86 5.00 
7 04. 12.86 5.00 

3 ‘ 5 04.12.86 7.00 
:LG 04.12 , 86 5.00 
.~ ‘ 3 04.12 , H6 1. 00 
1 ‘ 2 04 , 12 , 8ó 1. 00 
‘) 0.1. 12.86 3 이) 
’) 04.12.86 ] 이) 
) 0-1 .12.86 1 .00 

04.12.86 5 .00 
‘) 04.12.86 1 이) 

0 -1 .12.86 1. 10 

li 04.12.8G O. 1:) 



50 투| 니 지 [ TUNISIA 1 

:\0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e! 1 

(Food Class) (Product) (Code) (Oat e) (Max , kGy) 
1 곡류 빚 곡류 가공품 Dr ied fru i ts 2 24 .05.02 1. 00 

(Cereals and their milled products) Pulse and dr ied fru its 2 24.05.02 1. 00 
2 건죠 채소 및 향신료 Spi ces 3 24.05.02 10.00 

(Dried vegetab les and spices) VegelabJe sesα11명s(dr i어} 3 24 .05.02 10.00 
3 구그L→ 7긴「 Garl ic , onion. iXltato 6 24.05.02 0.15 

(Bulbs , ,-oots and tubers) 

51 터어키 [ TURKEY 1 

'0 식품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Oose) 
(Food Class) (Product) (Code) (Oate ) (Max , kGy) 

1 。1류 및 수산식품 제한없음 5 ,7.10 06.1 1. 99 3 , 2.5 
(Fish and seafood) (Any) 

2 가금육 지1 한없음 5 ,7 , 10 06.1 1. 99 3 ,3.7 
(Raw poultry and meal) (Any) 

3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한없음 1 ‘ 2 ‘ 4 06.11.99 1. 00 
(Fresh fruits and vegela bl es) (Any) 5 06.11.99 2.50 

4 곡류 및 곡류 가공품 제한없음 2 ,5 ‘ 3 06.1 1. 99 1 ‘ 5 ,5 
(Cercals and their milled products) (Any) 

5 건조 식육 제한없음 2 ‘ 3 06 , 11. 99 1. 3 
(Dried food of ani mal orig in) (Any) 

6 건조 채소 및 향신료 제한없음 2 , 10 06.1 1. 99 1 ‘ 10 
(Dr ied vegetab les and spices) (Any) 

8 구근류 제한없음 6 06.1 1. 99 0.20 
(ßulbs , ,-oots and tubers) (Any) 

52 우크라이나 [ UKRAINE 1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 Dose) 

(Food Class) (Product ) (Code) (Dale) (Max , kGy) 
가금육 Pork meat {tn::1 rXJrl‘ meat 5 11. 07.64 8.00 
(Raw poultry and meal ) Ral:bi t rr.cat (\1):1 rabbi ‘ me(l! 5 11 .07.64 8.00 

Rα1 mca t arx:1 r cd ll1e낀 1 5 01.02.67 8.00 
l-'ou l l1 、 U 04 .07.66 6.00 

2 선산 과일 맞 채소 지1 한없유 1. 2.4.5 11.07.64 0.03 
(FI"esh Cruits ~nd vegetables) (Any) 

3 곡퓨 잇 곡퓨 가공품 Grains( co rn.wheat) 2 01. 01. 59 0.30 
(Ccrcals and thc ir mi 1 led products) Rice ? 01 .01. 59 0.70 

4 건조 채소 맞 행선료 Dr i ed \cgctables 2.10 1107.64 ~.OO 

CO ri ecl \'egetdbles and sp ices) 
3 판함 식관 Foc찌 concenl rat!:'s(dr i(‘d) 2 06.06 .66 0 .70 

01 i sce 1 1 ancous f oods) Pudding(dr ied) ’2 Oθ 06.66 0.70 
6 「1 - 그L→ 1g1 Onion 6 17.07.64 0.06 

(ßulbs , root s and tubcr s) POlalO 6 17.07.6-1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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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국 [ UNITED STATES OF AMERJCA 1 

~O 
식풍군 제풍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1ass) (Product) (Code) (Date) (Max. kGy) 

1 이류 벚 수산식품 ShellfishCfresh or frozen) 10 16.08.05 5.50 

(Fish and seafood) 
2 가끔육 Pork meal 7 22.07.85 

(Raw pOllllry and meat) 많Jltry 0없t arl tl'l'ir rroiJ:ts 5. 10 02.05.90 3 
Red læa l and rcd mca 1 5. 10 03.12.97 7 

3 신선 괴일 및 채소 An、 1. 2 18.04.86 

(Fresh frllilS and vcgelables) Anv 4 23.10.02 

Seeds f or sprolll i ng 3 30 .10 .00 8 
4 곡류 및 콕류 가공품 Wheéll and 씨he8t po\\'der ? 21. 08.63 0.50 

(Ccreals and their mi Iled prodllCl S) 
5 건조 식육 ['ni~ι1I frel 깨YI pel foo:l 3 28.09.95 25 

<Dried food of animal origin) 

6 건조 지l소 및 향신료 Herbs ‘ Spi ces 3 22.07.85 30 

(Dricd vcgelables and spices) \'egetable seasonings 3 18 ‘ 04 ‘ 86 30 
7 혼합 식품 Enzime prepatatiαls(dri뼈 3 10 ‘ 06 ‘ 85 10 

(Miscellaneolls foods) 
01‘ dehy이tated) 

Fresh she 11 eggs 10 21. 07.00 3 

8 구근류 POlalocs( white) 6 08.07.64 0.15 

(B띠 bs. rools and lu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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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lllbs . rools and lllbers) 

55 베트남 [ VIET NAM 1 

h。
식품군 제품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ose) 

(Food Class) (Product) (Code) (Dale) (Max. kGy) 

이류 및 수산식품 제한없유 5.7. JO 09.1 1. 04 :3. 2.7 

(F i sh and scafood) (.\ny ) 

2 가1 그 n 용 • 1 자l 한있응 5.7.10 09.11.01 3 :!‘ 7 

(Raw pOllltry and IIlcat) (Any) 

3 선선 과일 맞 재소 지1 한없음 1. 2.4 06.11.99 

(Fresh fruits (md \,cgctables) (\m' ) :, 06. 11. 99 2.50 
4 곡뷰 잊 곡쉬 가공품 세한없유 2.3 09.1 1. 04 1. 0 

(Cerea1s and lhe ir lIl illed pmdllcl s) ( \，η ) 5 09 111 ( 0}44 5 
5 건조 식육 지l 한없음 09.1 1.:3 

<Dried food of anilllal origin) ( \m') 10 09.11.01 7 
6 낀조 새소 잇 힘:선 ‘j ^il 만없음 2. 1Il 09 . II .01 1.1 0 

(Dried vegelablcs and spiccs) (\n\") 

G 7 구근퓨 ^il 한없응 00.1 1. 99 0 . 20 

• (Blllbs. rools and lllbers) ( 이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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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잠비아 [ ZAMB IA 1 

~o 
식품군 제품 활용목적 허가일자 선량(D。se)) l 

(Food Class) (Product) (Code) (Oate ) (Max. kGy 
1 이류 잇 수산식풍 제한없음 5.7. 10 3. 2. 5 

(Fi sh and seafood) (Any) 
2 가금육 제한없음 5.7. 10 3. 2. 7 

(Raw pou lt ry and meat) (Any) 
3 신선 과일 및 채소 제한없음 1. 2 .4 

(Fresh frui t s and vegeta bl es ) (Any) 5 2 .50 
4 곡퓨 및 곡류 가공품 시1한없음 2.3 1. 5 

(Cerea ls and the ir mi ll ed producl s) (Any) 
5 건조 식육 제한없음 10.3 1 ‘ 3 

CDri ed food of ani mal origin) (Any) 
6 건조 채소 렛 향신료 제한없음 2.10 1.10 

(Dri ed vegel ables and spices ) (Any) 
7 혼합 식풍 제한없음 4 ‘ 9 ‘ 10 10 

I(Mi sce llaneous foods ) (Any) 

81구( B근퓨 제한없음 6 0 .2 

ulbs ‘ roo t s and l ubers )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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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 국가별 감마선 조사시설 현황l 

국가명 선종 Facility Un i t 

Arg C060 IONICS SA IONICS SA 

Planta de Irradiacion 
Argentina C060 Comisióió 

Semi-Industrial 
t-

Austral ia C060 Steritech Pty. Ltd IAEA-NR 11 

‘Austral ia C060 Sleritech Pty. Ltd. Dandenong 

Austral ia C060 Steritech Pty. Ltd. Wetheri 1 1 Park 

Austral ia C060 Sterilech Pty. Ltd , Narangba 

Ilang 1 adesh C060 
Bang I adesh At om i c Energy 

Commission 
Research I rradiator 

Belgium C060 Sterigeni cs Belgium Gammi r 2 

Belgium C060 Sterigeni cs Belgium Gammi r 1 

ßraz i 1 C060 
CBE-Companhia Brasileira de CBE Companhia Jlrasi leira 

Esteri 1 izacao de Ester i 1 i zacao 

ßrazi 1 C060 
“lbrarad Empresa Jlrasi leira 

JS9600 
de Rad i acoes Lt da 

ßraz i 1 C060 
Embrarad Empresa Brasi l eira 

de Rad i acoes Lt da 
JS7500 

Ilraz i 1 C060 
IPEN ( Inslituto de PesQuisas Multipurpose gamma 

Energé ã 뿌1 i atOI 따R/ I P태 

IlUI.GAII I A 
I r r adiation 

C060 Gi ta、 a I. td 
• 

많:i 1 i ty "Kal ina 

Canada 
nadian I rradiation 

C060 MDS Nord i on - CIC 
Centel' 

Ch i le C060 
Chi l ean Nuclear Energy Mul t i pllI α1St' I nad i at i on 

Comission PI ant 

Chi na C060 
1\lmnic Agriclllture Institute 

of lIunan 

China C060 
1Bei j i 때 longzhu \Iayak Ilad 

China 

- ffll lecl1l1l [|…

(060 IDI. I \1' of CN~C in Il<JI ia l1 I rradialion Centel 
...,...--

(;uanμI. hou 1 rrad i at i on 
China Co60 

(;amma Ilad i a t i on 

I"eιhnolog、 Instil u te PrOl'essol 

China C060 
Suzholl C~Nl Iluadol1g Suzholl CNNC Iluadong 

Rad i a 1 i 011 (" .. 1.1')) Radiat ion Co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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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C060 
Yunnan Nuclear Techno logy 

Appl ication Co. Ltd. 

China C060 
Hongy isifang Rad. Technique 

suspending conveyer 
Co. Lt d 
Insti t uto Colombiano de 

Colombia C060 Faci 1 idad Gamma 
Geologí í 

CROAl‘ IA C060 Ruder ßoskovic Institute Ruder Boskovic Inst i tute 

Cuba C060 
Cenu'o de Irr'adiacion de Centro de Irrad iacion de 
AI imentos AI imentos 
National Center lor Rad Mega Gamma-l , National 

Egypt C060 
Research ι Technology Center for Rad. Research 

Espa끼 C060 ARAGOGAMMA S. A ARAG(X;AMMA 

France C060 Isotron France Gammaster Provence SA 

Germany C060 Isot ron Deutschland GmbH Isotron Deulschland GmbH 

Ghana C060 
Ghana At om ic Energy Radiation Techno logy 

Commi ss i on Centre 

Hungary C060 Agroster Irrad iation Co Lt d 
Agroster Irradiation Co 

Lt d 

IIungary C060 
Ins t itute of Isotopes Co. , 

Ltd 
SLL-O l Gamma Ir'J' adiator 

India C060 
Board of Radiation & Isotope 

Spice Irradiation Plant 
Technology 

India C060 A. V. Processors Pvt. Ltd 
A. V. Processors Pvl 

Ltd 

I3habha Atomi c Resea r'ch 
Krushni Utpadan & 

India C060 Sanral‘shan Kendra 
Centre , BARC 

(KRUSII AK) 

India C060 
ßoard 01 Iladial ion & Isotope 

lSOMED 
Technology 

India C060 
Gamma Ag ro-Medical GAMMA AGRO-MED ICAL 

Processings Pvl Ltd Pllα:ESS 1 NGS PVI ‘ LTD 
Shriram Instilute [or Shr' i ram App 1 i ed 

India C060 
Industr ial Research Radiat ion Cenler (SARC) 
Pt Ilel-ion Sleri 1 izat ion Pl. Rel-ion 

lndonesia CofìO 
Services Sreri 1 ization Services 
Nuclear Sc ience & Technology Radiation Appl icarion 

Iran C060 Research Inst i ture , Ar omic Research School 

Energy Organi^at ion 01 Iran (former 1)' (;21 

I s r' ae I C060 Sor-Van Radial ion Ltd Sor-Van Racliör ion Lr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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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aly C060 Gammarad Ital ia SPA GAMMA 2 - Ital ia SPA 

Korea C060 
Advanced Radiation 

Technology Institute , 
Gamma Phytotron 

Advanced Radiation 
Korea C060 Wet Storage Irradiator 

Technology Inslilule 

Korea C060 Greenpia Technology Inc Greenpia Technology Inc 

Malaysia C060 
Malaysian Inslilute 101 

Nucleal' Technology Research I 
MINTec-SINAGAMA 

Institulo Nacional de Departamento del 
Mexico C060 

Investigaciones Nucleares Irradia wr Gamma 

Mexico C060 Sler igenics NGS Enterprises 

Netherlands C060 lsotron Isotron Nederland bv 

Sheda Science and Technology Gamma 1 J'J'ad i at i on 
Nigeria C060 

Complex facility CG 1F) 

Parkislan C060 Universa l Medicap Lt d Universal ISO-MED 

lnsl iluto Pe J'llano de Energia Planta de Irradiacion 
Peru C060 

Nuc lear C IPEN) Multiuso CP IMU ) 

Phi I ippines C060 
Phi I ippine Nuclear Research PNRI Multipurpose 

Institule lrraclial ion faci 1 i ly 
Technical Lniversity of 

Poland C060 Lodz ‘ Insl i lule of Appl ied irradiation chamber 

Racliation Chemistry 

Portugal C060 1'1‘K UTR 

Serbia C060 
Institule 01 ~uclear lnslitule 01 Nucleal 
Scicnces Vinca Sciences Vinca 

South Af rica C060 
Isotron South Afrcia (PtY) Is011'on South Afrcia 

Lt cl (Ply) Lt cl 
Syrian Arab 

C060 
A! omic Energy Comm ission of Gallllna Il"d i "t i on 

Ilepubl i c s、 rla Sterili l. ation Facilit) 

1'h"i lancl C060 Isolron (1‘h"i land I. tcl . ) Isot ron (Thai lancl Ltd ,) 

Thai lancl C060 
()ffice ()f Atomic Energ、 fOJ jrhai Irracliation Centre 

ü.\EP ))emons t ra t i on 
Peace Irracl f!ë :l Ol 

TlI I'k"、 Co60 
Gamma-Pak St t:' I' i I i zasyon San. Gamma-Pak 5ter i I i I.as)"on 

‘ e 1‘ IC \.5 +San ‘e TIC A.S 

TlI rki sh \t"IIIir Energ\ lI rkish 'twnic Energ、

rllrk이 Co60 \lI thorit) (;3Inllla 
.-\1I t hor i t\ Irr aclial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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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nezue1a C060 
Instituto Venezo1ano de 

Investigaciones Cientí -
PEGAMMA 

Research and Deve lop 

Vietnam C060 Center for Rad iat ion VINAGAMMA 

Techno 10gy 

Vietnam C060 
8inh Duong Irradiati on 

T81-J40 
Joi nt-Stock Company 
1nstitute for Nuclear 

Vi etnam C060 Sc ience ancl Techno10gy RPP-15013 

( IN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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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부록 III. 국가별 전자선 조사시설 현황l 

L 오스트리아 I AUSTRIA 1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Organ i zat i on) (Processing Product) 

(No. of 
범위 (Mev) (Star t up) 

(X ray 

Units) Conversion} 

Gebauel & Gr i Ilel Wi re & Cable 0 . 8 2006 x 

Ka be l werkc Ges01bll 
2 Mediscan G01bH & 5em i condllc t 01 2 10.0 1996 × 

CoKG Stcri I iS <l tion 

Fl lIe gases/WastewatcI 

3 Mediscan GmbH & Sem i condllc t 01 2 10.0 1999 × 

CoKG Ster i 1 i sat ion 

Fl lIc gases/Wastewalel 

Cross 1 i nk i ng po 1 ymel 

2. 벌기에 I BELGIUM I 

업체/기관영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Organi zation) (Processing Product) 

(No. of 
벙위 (Mev) (Start up) 

(X r ay 

Units) Conversion} 

Mo Iyn Iycke lIea Ilh Sler i 1 isat i on of 10 , 0 1991 × 

Carc Aß medical devices 

3. 브라질 I BRASIL 1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애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No 
(Organi zation) (Processing Product) 

(No . of 
범위 (Mcv) (Start up) 

(X ray 

Unitsl Conversion) 

rPE~ - DHK/SP lV i re and cable R&D ? 0.75- 1. 5 1979 × 
(Brazi l ian Nalional Shrink tllbe R&D 

NlIC 1 eal Encrg) Shri 미‘ fi 101 R&D 

Comlnission ‘ Sur[ace curing R&D 

fnslituLe fOI Sem i conduc 101‘ S 

Nuc 1 ear and Energ) commercia l 15% R&D 

I~ csca rch) Foocl R&D 
St c r i 1 i S<l t i on c이mn 

85% R&1l 
lï re COO1 POJ1CJ1 t s R&D 

Tlll、 gascs/wastc\씨 t ('1 
I~예) 

Olhel pol~lne l 

l1lodi finlt ions R&D 
2 IPE~-CNn/sp Wi rc 8nd cablc comm ) 0.7:'- 1. 5 lV9fì × 

(ßI'azil ian Nalional 90% R&1l 
Nuc’ 1('(11‘ Encrg、 Shr i nk 11I be R&O 

C 0 m m i s s i 0 n Shl-ink fi 1m R히) 

Insl illllC fOI 01 hCI POlyClhyl en~ 

NlIclc“r and I-:nerg、 f oam com01 1 0\1- 1~&1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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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가리아 I BULGARIA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풍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No. of (X ray 
(Organi za ti on) (Processing Product) 

Unils) 
범위 (Mev) (Start up) 

Convers ion) 
Kat ional Electric Flue gases commerc ia l 3 0.8 2003 O 
Company 95% 

5. 케나다 I CANADA I 

엽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K。
(Organi zation) (Processing Product) 

(No. of 
범위 (Mev) (Start up) 

(X ray 
Unit s) Convers ion) 

lontron Industries Semiconductors 1 10 1993 x 

(anada Inc commerc ial 5% R&D opel‘ at 1 n 

Ster i I izat ion of g . 2 
Medica l devices undel 

commercia l 35% R&D dcvelopm 
Ot her M i se 50% en l 

Other cross l ink 1O~ 

6. 중국 I CHINA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Ko 
(Organizat ion) (Process ing Product) 

(No. of 
범위 (Mev) (Slarl up) 

(X ray 
Un i t s) Conversion) 

1 IA n h U Chem i ca 1 1 0.35 2006 
N i nguoshuanj i n 1 nus t ry( F i 1m) 

Company 
2 Anhui l‘ ianchang lV i re and Cab le 3 2007 

lV i res Company 
3 Anhui Wuhu Cab les lV ire and Cab le 1 2 1993 

Fac tol" j ' 

4 ßaoshcng Techno I ogy Wir e ancl Ca bl e l ? Un clcl 
1 nnova t i on Company cons t I‘ uct 1 

00 

5 ßcijing Atomic Chemi cal inclusl ry 10 Lnclel 

Golden Company cons 1 ruc t J 

on 
6 Beij ing lnsl illllc Slcri I iz깐 1 i on ? 10 Unclcl 

of I! igh Energy conSlruc‘ II 

PIl\"s i cs on 
7 ßeijing lnslilllle Indllstl\ C1 2 6 200.1 

of H igh E\'er~ 

Phys ics 
8 ßeij ing Th i rcl Fluc gascs !‘ cmo\"e ? 0 .8 Llndcl 

Thermoclcctl" i c i t 、 sul f L1 1 cons 1 ruc t I 

Planl on 
9 ßc i j i ng Th i I'cl Flut' gélSCS rcmo\'ε ‘/ O.K l"nclc l 

Therllloelcc ‘ r j l' i t\ ’ sul fu l" conslruc‘ I1 

,Pl3nt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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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S 
X선 변환 

~o (No. of (X ray 
(Organization) (Process ing Product) Units) 

범위 (Mev) tart up) 
Conversion) 

10 China Institllte of Wi re and Cable 3 2 1996 
Atomi c Energy 

11 China Institllte of Steri I izat ion 3 10 lJndel 

Alomic Energy const I‘lIct lon 

12 China Insl i tlltC of Chcmistry indllstry 3 10 2004 
Atomic Energy 

13 China Inslitllte of Wi re and Cab lc 2.5 1995 
Radiat on lleat shrinkable 
Protect ion Foarn 

14 C i 1‘ c u m s t a n c e Flue gases rcmove 0.4 2002 

Protection Cent el slll fUl 

o[ China InstitlllC 
o[ Physics 

15 DlIbang China Chemical indllstry 10 2004 
Limi ted Company 

16 Environmental Flue gases remove 0.8 1999 

Protect ion Centel s lI lf Ul 

o[ China Institule 
o[ Physics 

17 Fujian Nanping Wi re and Cable 10 Undel‘ 
wi rcs Factory construct lon 

18 Gans lI Tianshui Wi re and Cable 1 2.2 1989 
Rai lway Cables 
Faclory 

19 Goldcn ßolllo E 1 cc [ron i cs 2 Under 
Company construct JOn 

20 GlIangdong Cales Wirc r1nd C8blc 2.5 1995.1 
F3ctory 

21 Guangdong Dongguang lleal shr inkable 2 2002 
J i nbo 1 0 CompmlY Wi re ancl Célble 

22 'Guangdong I'oshan lleal shri nk끼 b lc 3 2003 
Plaslics Grollp Jing 
Wei Company 

23 GlIangdong Shczhcn Hc" 1 shr i nkilb 1 e 2 2.5 2001. 4 
Changbao ComPilny 

2‘|1GCuang[ long Shenz|1en lleat shr ink"ble ? 3 2004 
hangbao Cornpm1Y 

25 GlI,mgdong Shcnzhcn llca 1 shr i nkab 1 e 1993 
Ch ,mgyuan Conlp;m~ 

26 Guangc!ong Shcnzhen \\irc ancl Cablc 2 . ~ Lnclcl 
JRongShang llc;1l conslruc‘ t 100 

Shr i nkab 1 e .\l'll CJ' i" 11 
Félct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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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체/기관명 | 가공제풍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ûrgao ization) (Processiog Product ) (No. of 범위 (Mev) (Start up) (X ray 

Uo i ts) Coovers ioo} 
27 Guengdong Shenzhen Hea l sh r inkablc 3 3.5 2004 

Woel' Company 
28 Gunagdong Shenzhen Hea l sh r inkabl e 3 1. 5 2004 

Woer Compeny 
29 Guangdong Shenzhen Hea l Sh rink ab lc 3 1. 5 2005 

Woer Comp(t ny 
30 Guangclong Shenzhcn Sh, ' i nkab 1 c 4 2.5 2006 

Wo 11 Company 
31 Guangdong Shenzhen Sh, ' i nkab 1 c 4 2.5 2006 

\\'0 11 Company 
32 Guangdong Shcnzhen Shr inkablc 4 2.5 2006 

\\'0 11 Company 
33 Guengdong Shenzhen Shr inkab le 4 2.5 2006 

\\'011 Company 
34 Guangzholl Kaiheng Shr inkablc 8 2.5 2004 

Company Wi re and Cable 
35 Guangz hou Kaiheng Sh r inkablc 8 2.5 2004 

Company Wi re end Cable 
36 Gunegzhou Kaiheng Shri nkab lc 8 1. 2 2005 

Cornpany \\'i re and Cable 
37 Guangz holl Ka iheng Sh r inkablc 8 1. 2 2007 

Company Wirc end Cable 
38 Guangzhou Kaiheng Shr inkablc 8 2.5 2004 

Company \\'i re and Cable 
39 Gu (tngzhou Ka iheng Shri nkablc 8 2.5 2004 

Company \\'i rc and Ceble 
40 Gwmgzholl Kaiheng Shri nkablc 8 1. 2 2005 

Company Wirc ancl Ceblc 
<1 1 GUélngzholl Kaiheng Shrinbbl c 8 1. 2 2007 

Company \\' ire and Cablc 
42 Gmmgzholl .'Janyang Wire ancl Cable 2 2 5 2007 

Cablcs 1샤lctory 

43 GU(1ngzholl .'Janyang \\'i re ancl Cηblc 2 2.5 2007 
Cablcs Faclor) 

11 Ilcbc i Hcj i 3n X i nhua lIea l shrink <1 blc ? 2.3 1996 
\\ i rc <1 nd Cab\e l‘ irc and Clblc 
Group -45 Ilcbc i lIe j i 3n X i nhua lIe<1 1 shrinkablc 2 1996 
"irc and Cable \\'i rc ancl C<l b 1 c 
Gr ‘ll1p 

I Lnclel 46 lIcbci Tangshang \\ i re ancl Cabl c 3 
lIu310ng Cables ronSlruι 1 1 
Company on 

H 'lIebe i Zunhua \\1 res \\, res and h,‘al 2 5-3.0 2000 
FactQl ν shri nk:l blc 

481lll C l l o n g J l a n g 11"3l sh r i nk <l ble 1 999 . ~ 

nSlitutc of 
ITcdlllical Physics 

- 125 -



\o 엽제/기판명 가공제풍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S X선 변환 

(Organization) (Processing Product) (No. of 뱅위 (Mev) tart up) (X ray 
Units) Conversion) 

49 Henan Inst i tute of Chemical induslry 0.5 Undel 

Isolope const rUClIon 
50 Henan Luohe Food Sler i 1 izal ion 10 Cndel 

Faclory const ruct 10n 
51 lIenan Zhengzhou Wi rc and Cable 2.5 2000 

Cablcs Factol) 
52 IIcnna Zhollkou Wi IC and Cablc 3 Undc l 

Zhongkc Rl'ldiat ion construcl10n 

Company 
53 HlIbei lIultngshi IIcal shrinkable 2.5 1995.12 

Cablcs Grollp \\ i re and Cablc 

Cαnpany 

54 Hunan Zhuzholl Sem i conduc t 01 10 1996 

Insl i lute of 

Electromotol 
55 Inslilule of F 1 ue gases remove 0.6 2004 

~uc 1 cal Energy , su 1 fUI 

Tsinghua University 
56 Jiangshu Suzhou Wi re and Cable 0.5 1978 

Radial ion Product 

Factory 
57 Jiangsu ßaosheng Wilc and Cablc l 2 2005 

Company 

58 Jiangsu Changshu lIea I shr i nkab 1 e ‘) 3 1994 

Wires Factory \\ire and Cable 

59 Jiangsu Changshu Wi le and Cable 2 2.5 2002 

Wircs Factor) 

60 Jiangs lI Dashen Shrinkable ‘2 1. 5 lndel 

Compan) consL I’ llcllon 

61 Jiangsu Da shen Sh linkable ‘) 2α17 

Companj 

62 Jîangsu Ilashcng IIcat shrinkablc 3 2001 

Jlcal Shrinkable 

63 
11ιllCllal Col Lilladl ’ an 
Jiangsu W i rr‘ and Cable δ2.5 1997 
Bafang 빼 Ires 

Fan 01') 

61 Jiangsu lιly;:mg 1\ i ,.,' and Cab 1 e 2.~ 1994 ’ 
Shangshang Cables 

Grollp 
65 Ji 끼ngsu I~onghlla \1 i I'e and Cab 1 p ? 199:1 

Cablcs Grollp 

6fi I Înag\l 1 i ’ ‘ ln \\ i rc ancl Cab 1 c ‘/ 1991i 

C"blcs 1“ lCl 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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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체/기관명 가공제풍 보유기수 에너지 운천개시년 (S X선 변환 
(Organi zati on) (Process ing Product) (No. of 범위 (Mev) tart up ) (X r ay 

Unit s) Conver s ion) 
67 J i 1 in Changchun Hea l Shrinkab le 4 1. 2 1992 

lIeal Shrinkable 
Materîal Stock 
Co.Ltd 

68 J i 1 in Changchlln lIea l Shrinkab le 4 1. 2 1995 
HeaL Shr i nkabl e 
Matel.ial SLock Co 

Lld 
69 J i 1 in changchlln Hea l Shrinkab le 4 2 1995 

Heal Shrinkable 

Maleria l SLock Co 

LLd 
70 J i 1 i n Changchlln Hea l shr inkabl e 4 1. 2 2001 

Heal Shr i nkab l e 
Maler i a 1 Slock Co 

Lld ‘ 

71 J i 1 in Liaoyuan Wi re and Cab le 1 2.5 1991. 11 
Cables Factorv Hea l Shrinkable 

72 J i 1 ing Radialion Hea l shrinkable l 3 1985 
Chemislry 1 ndllS 1 ry 
Compay 

73 J nlangj nlu Wi re and Cablc 2.5 2007 
company 

74 National Inslilllte Laboratory l 10 Undel 
of Metric construcl 10n 

75 Ningbo 5uper Energy Food i r radi Cl l îon l 10 2006 

76 Qingdao Xiyinmen Chem i ca 1 i ndllS 1 ry 6 2006 

77 Radial Applicillion Heat Shrinkable 0.3 1986 
Center of Shanghai PE 
Universit 、

78 Shandong Lt1 nfu StcrÎ 1 iZrllion 10 Undel 
Cornpany construct Jon 

79 Shandong Qingdao Wirc and Clble 20 1993 
Qi ngma i J~ (l(l i <1 t ion 
Company 

80'Shandong Qufu W i res élncl hCrn 2.5 2(x)2.8 

LU J1 cng Cables shr inkablc 

Faclor) 
81 Shangdong I. ij in F I uc g;;lSCS rC l1lo\'(, 0.8 Undel 

sulfur cons t I’ uct lon 

il:! Shangdong ì ;-ml r-t Î W i rc 끼nd C:l blc ‘ 1 1991.3 

C"b les F"cl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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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업 체/기관명 가공제풍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S X선 변환 

(Organ izat ion) (Process ing Product ) (No. of 범위 (Mev) tart up) (X ray 
Units) Convers ion) 

83 Shanghai Anting Wire and Cable 1 2.5 2001 

J inkai Eleclorn 
Company 

84 Shanghai Cables Wi re and Cab l e ? 2 1987 

Factory 

85 Shanghai Cables Wire and Cable 9 2.0 1994 

Factory 

86 Shanghai Changba。 lIeat shrinkable 1. 2 2001.1 

Company Wire and Cable 

87 Shanghai Changbao Wire and Cable 2 1988 

Radiat ion Faclol'Y Heat Shrinkable 

88 Shanghai r< uxin Steri 1 ization 10 2006 

Electron Company 

89 Shanghai Pioneer lIeal Shrinkable ? 1987 

E 1 e c 1 r 0 m 0 1 0 I 

Faclory 
90 Shanghail Wire and Cable 1 1994 

Radiation lIeal shrinkable 
T e c h n 0 1 0 g ) 
General j ze émd 
App l ical ion Cenlel 

91 Shanghai Sinsheng lIeal shrinkable 2.2 1998 

Eleclron Faclorv Wire and Cable 
92 S h a n g h a Chemical induslry ? 2003 

L'niversi ty 
93 Shanging Inst i lllle Food irradialion 10 2006 

of Angricullure 
9" Shanxi Nothwesl lIeal Shrinkable 2 1994 

Instilute of Wire ancl Cablc 
~lI C 1 e(lr Techno log) 

95 ShenY8ng Special Wire ancl Cable ? 1995 

Cables Faclory 
t-

y6 Shcnzhcn Ch8ngyuan 잉， rinkable ? 1. 0 Unclcl 
t ’ onslructlon 

97 Shenzhen Chrtngyuan Shrinkable ) L1nclcl 
cons tJ‘lIctlon 

91l Shellzhen I!engshang \\ i re ancl Cabl c 2 .5 Undel 
('on5t ruct lon 

99 Shenzhcn Qi fllrlli Chemical industl 、 2 .5 2004 

100 Sic‘ huan Chengclll IIcal Shrinkable ‘) 2α12. 1 

Shuang 1 i u 110끼 1 

Shr i nkab Ic f'roclll l"l 
Facl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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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S X선 변환 
(Organi zat i on) (Processing Product) (No. of 범위 (Mev) tart up) (X ray 

Un i t s) Convers i on) 

101 Si ch uan Chengdu Heat shrinkabl e 2 2 1991.3 

Shuang l iu Hear 

Shrinkable Product 

Factory 
102 Si chuan Chengdu Flue gases r ernove 2 0.8 1997 

Thermoelectrictity sul fllr 

F;\<.:tol 

103 Sichuan Chcngdu Fl ue gascs r emQve 2 0.8 1997 

l‘ hcrmoc 1 cc t r i c j t y i s l uflll 

Fac tOI 
104 Sichwm Inst itut e Chem i cal indusrry 2 2005 

of t\uc leal 

Technology 
105 Si chuan Jîuhuan \\ i r e and Cab 1 e R&D 3 0.8 1999 × 

El cct ’ ic Co. Ltd Shrink film R&D 

Flue Ga ses/Wastewa t el 

R&D 
106 Si chuan Jiuhuan \\ire and Cable R&D 3 0.35-0.5 1999 × 

El ect ri c Co. Lt d Sh r i nk Fi 1m Il&D 

107 !Sichuan Jiuhuan F 11Ie gases/Wast eW'll eJ 3 1. 5- 1. 2 2006 × 

Elect ri c Co. Lt d R&D 

108Si chuan ~1 ianyang Heat shrinkabl e 2 10 1994 

\inlh I nslilure 

:Science City 
109 iS i cuan \li anyang Heat shrinkablc 2 3 1987 

\inlh Inslitute 

Scicncc City 
110 Sichuan \lingxin Wire and Cablc 2 3 Undcl 

Cηbles Company conslruc l lon 
111 Sichu,m \Ii ngx i n Wire and C;:Iblc 2 3 Undcl 

SpC' c i 끼 l Cab l cs cons t I‘ uct lon 

Companl 
112 Si chu,m Sac\ ian IIcal Shrinkab l c ] 2 1993 

Cornpflny Wire and Cab l c 

11 ’ Sichuan Tiam-j \\' ire and Cabl c 
? 

? 1995 ‘ 12 

Comnlun i ca t i on 

EιI Ll I pmι‘ nt s Compan~ 
111 Sinkiang In5t i tu l C Elcctronic procluct ? 200 1 

of Ph、 s ic s . CAS 

11 " Sl cr"igcnir s China Food - 0," COlll 10 2000 × 

Steri 1 Îzal i onr80~ COIll 

Scmirondll flOI"S ! (깨 Cü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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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S X선 변환 
(Organization) (Processing Product) (No. of 범위 (Mev) tart up) (X ray 

Unils) Conversion) 

116 Suzhou CNNC IJuadong Su l furalion lat cx 0.3 Cndcl 

Radialion Company const ructJon 

117 Suzhou lIuaneng hcal Hcat shrinkab le 3 2004 

shrinkabl e materinl 

Company 
118 The Be ij ing Stcri 1 izal ion 10 Cndcl 

In5t i tute of construcllon 

Automa t i on >bchi nc 

Induslry 
119 Ti anji n In5lilulc Heat shr inkab le .5 1999 

of Technical 

Phys ics 
120 Tianj in Shuhong Chem i ca 1 i nd Ll s l ry 2 Cndel 

const rucl JOn 

121 Tianjing Jingshan Wi re and Cable 1 1996 

Wi re and Cable 

Factory 
122 Tientsin Specia l Wire and Cab1e 2 2001. 9 

Ca b1 es Company 

123 Tsinghua Tongfang 1nduslry C1 2 5 Undcl 

Weishi Company cons t ruct lon 

124 Tsinghua Tongfang Indus tr y CT 2 9 Undcl 

Weishi Company construcL lon 

125 Tsinghua Un iversi t y F ood COn1mc r c i a 1 100% 2 0-2 2006 x 

Science Pa rk 

126 Wenzhou lI igh-lcch Chcmi c,, 1 induslry 2 3 Undcl 

Atomic Irradiat ion 〔‘。nstruc t 10n 

Company 
127 \\cnzhou High-lech Chem i ca 1 i nclus t r\' ') 1.5 Undcln |1 

Alomic Irr adiat ion construc l lO 
(ompany 

128 Wuxi Elponl Polymel Sleri 1 iz꺼 t ion 5 Undcl 

Co. Lld conslruct lon 

129 Wuxi Elponl Po1ymcI Hcal shr inkable \.:> 2002 

Co. Lld \\ i re ,md C"b1 C 

130 \\'ux i 1‘ Iponl Polymel Sler i I izat ion 3 0 , 5 Undcl 
Co. I. ld ιonsl t‘ llc l lon 

1 :31 Wuxi Ji angn (l n Wil‘ C “ i re <-I nd Crlb!c ~.:J 
1- Undcl 

;rnd Cable Compηnl consln1C l 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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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엽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S X선 변환 

(Organization) (Process ing Product ) (No. of 범위 (Mev) t art up ) (X ray 
Uni t s) Conve rs ion) 

132 Xiyingmen Company Chem ical industry 1 2.5 2005 

133 Xuchang Cigarette SterÎ 1 izal ion 10 2005 

Facl Ol 、

134 Yunnan KlInming WireandCable 1 3 1996.3 
Wi res Faclory 

135 Zhejiang Hangzholl F 1 ue gases remQve 2 0.8 2003 
The rmoelectricity su 1 f UJ 
Factory 

136 Zhej iang Hangzholl Flue gases remove 2 0.8 2003 
The rmoelectricily s lufUJ 
Faclory 

137 Zhcj iang [nsl itllle Heat shrinkable 1 1. 5 2004 
of Technical Wi re and Cabl e 

Phys ics Chips 
138 Zhejiang ]iashan Hea l shrinkable 1 1. 5 2004 

Zhongda Plaslic 
Faclory 

139 Zhej iang lι anxl Wi re and Cable l 2.5 1997.9 
C r 0 s s • 1 inking Foam 

Cables Corporat ion 
140 Zhejiang Ninbo Food ? 10 Cndcl 

SlIpel Energy construct 10n 

Company 
141 'Zhej iang Kinbo Food hygiene ? 10 2000.1 

iSupet‘ Energ) Slcri 1 ization 

Compan) 
142 Zhej iang Xinxing Wire and Cabl e 2 1996 

lIadi al ion Cab les 

Compan) 
1.13 Zhcj iang Yixi ng "'i rc and Cable 1 2 5 Undcl 

Xinyuandong Wi t‘ es cons t 1‘lICllOn 

F8c to r) 

7. 댄마크 I DENMARI‘ l 
엮체/기관명 가공제풍 보유기t3수~ I 빙 애위너( M지eV 1 | 운 (S전시l시년 X선 변환 

\ o 
(Organization) (Process ing Product) (UNnol ) tart up 、) (X ray 

Conver s ion) 
Sterigcn ic s [)l' l1m;'lr k Shr i nk t ube COllll1l 5% 10 20m × 

Slcr i 1 i \ 까 t ion n1rcliC <l 1 
de、 Îces COlllnl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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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콰도르 r ECUADOR ]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Organization) (Processing Product) 

(No. of 
범위 (Mev) (Start up) 

(X ray 
Units) Conversion) 

Esclle I a PO I i t ecn i ca Wi re and cab le comm l 6-10 1982 O 
'1aciona l Food R&D 10% 

9. 프랑스 [ FRANCE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Organization) (Processing Product) 

(No. of 
염위 (Mev) (Start up) 

(X ray 
Units) Conversion) 

l Electron Nord Steri 1 isa tion 1 7.7-9.8 1999 O 

10. 독일 [ GERMANY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애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Ko 
(Organization) (Processing Product) 

(No . of 
벙위 (Mev) (Start up) 

(X ray 
Units) Conversion) 

1 Gamma So ,‘ Y1CeS Wire and Cable R&D 3 2002 × 

Produktbestrahlung Shr i nk t llbe comm 25% 

GmbH Semiconduct or s comm 
5% 

Slerilisal ion comm 
50% 

crossl inking pÎpes 
comm 20% 

2 11 e r 0 t r 0 n! Wirc cmd cab lc comm 2 20 2003 × 

Technologies GmbH R&D 
Shrink tllbe comm R&D 
Semiι‘ondUClors conUll 

R&IJ 
Stcri 1 isa lion comm 

R&D 
1‘ 1 I" C ι‘omponcnts CQmm 

R&IJ 
3 11 0 r 0 t r 0 n Wirc (md ü lbl c comm 2 10 2006 x 

Techno l og i es (;mbll R&ll 
Shr i nk l ubc comm R&IJ 
Semi condu l'‘ tors comrn 

li&ll 
St l' rÎ! iSfl l ion cO l1l rn 

fi&D 
’I、 1 ["(' L'‘ OmpOI1l'l1 ts comm 

R&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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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헝n리 [ HUNGARY 1 

업체/기관명 가공제풍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션 연환 

Ko (No . of (X ray 
(Organ ization) (Process ing Product) 

Unit s) 
범위 (Mev) (Start up) 

Conversion) 
1 FE-Àt~ Kfl .. Welding Shrink tube comm 70% 2 5-8 1979 × 

E q u p m e n 1 SlerÎ 1 isat ion of 

Manufacluring and medical deviccs comm 
Trading Lt d 30% 

2 FHH Kfl ‘ Welding Wi re and Cable comm 2 1-2.5 1985 。

E q u i p m e n 1 30% 

Manufacturing and Shrink tube comm 20% 
Trading Ltd Steri 1 isalion of 

medical deviccs comm 
3 Jnstitute of Flue gases . lI'aslewaled 1 3• 5 1983 x 

lsotopes 에 Hungarian R&O 

Academy of Science 

12. 인도 I INDIA I 

업체/기판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Organization) (Process ing Product ) 

(No. of 
범위 (Mev) (Start up) 

(X ray 
Unit s) Conversion) 

l30ard of Radiation Polymer gaske t s comm 1 l • 2 1988 × 

and !solope 30% 

Technology Oiamond comm 30% 
Polyme ,. blends 

Wi re & Cable 
Ti re R&D 40% 

2 NJCCO Corporation W i re ancl cab I e cornm l 3 2002 × 

Lt d 60% R&O 10% 
Shrink tube comm 5% 

R&D 1% 
Scm i conducto l" CQlllln 3% 

Stc ri liz끼 t i on 0 f 
medic <'1 1 products cornm 

10% 11&0 1% 
Ot her comlll 10% 

R8diant EI ccl ,.on W i rc é'l nd cab 1 e CO lTun ? 1-1.25 2006 × 

ßC8 11l I"cchno 1 Og) 60% R&IJ 10% 

Cenlre(a division Shr i nk tube conull 5% 

of I~adianl 
I~&D 1% 

Corporal ion Ild) 
SemÎ conductor comm 3% 

Ster i l isation conml 
10% R&Jl 1% 

01 hcr COIllIll 10% 
1 11ι~ld i ;.mt Elcctron \\ïre and c<l ble cOlllm 2 1. 5- 3 1999 x 

ßC;-lITI I"echno 1 Og) 72~ 
Ccntre(a divi s ion Shrink tubc rom l1l ï r:t-

of Raclianl Olhcr ClllllIIl 6% R&O 15'< 
Corporal ion Ild) 

- 133 



13. 이스라멸 I ISRAEL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풍 
N。

(Organization) (Processing Product) 

Golan Cable of Zion Pipes LOO% 

14. 이탈리아 I ITALY 1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Ko 

(Organization) (Processing Product) 

1 Consiglio ~azionale Food R&D 
dellc Riccrchc(CNR) Sleri 1 isalion of 

med i ca 1 dcvi ces R&D 
2 Gambro Dasco Spa Sterili sa Lion of 

medical devices comm 
98% R&D 2% 

15. 일본 I JAPAN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풍 Ko 
(Organization) (Processing Product) 

l Hogy Medi ca l co Lld Sterilization or 
medi cal devices comnl 

90% 

16. 폴란드 I POLAND 1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o 
(Organizalion) (Processing Producl) 

1 Inslilule of Food c이]n 80~ 

Nu l'‘ lc"r Chcnlislr) ûthcr( cosmel ics 
and Technology p~ckrtging materi;.lI s 

n<l lurrtl po1Y11lcJ" s) 
COmn1 R&D 204 

17. 포르후갈 I PORTUGAL I 

엽체/기관명 
(Organizalion) 

1 ICoficab Porlugal 

가공재풍 

(Processing Producl) 

\\ire and Cablc 

보유기수 

(No. of 
Units) 

보유기수 

(No. of 
Uni ls) 

1 

| 보유기수 

(No. of 
Unils) 

보유기수 
(No. o[ 
Uni ls) 

134 

에너지 

범위 (Mev) 

3 

에너지 
범위 (Mev) 

6.5-11.5 

10 

에너지 

범위 (Mev) 

10 

에너지 

범위 (Mev) 

10 

운전개시년 
X선 변환 

(Start up) 
(X ray 

Conversion) 
2002 × 

운전개시년 
X선 변환 

(Start up) 
(X ray 

Conversion) 
1972 。

1997 。

운전개시년 
X선 변환 

(Start up) 
(X ray 

Conversion) 
1995 × 

운전게시년 
X선 변환 

(Slart up) 
(X ray 

Conversion) 
1993 × 

I X산 변환 
훈전개시년 j 

(X ray (Starl up) l~ '" .u,' 、
I L,ünvers IQ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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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한국 I KOREA 1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0.0 
(Organizalion) (Processi ng Producl) 

(No . of 
범위 (Mev) (Starl up) 

(X ray 
Unit s) Conversion) 

Advanced Radial ion Wire and Cab le R&D 2 0.3 2006 × 

1‘ e c h n 0 1 0 g y Sh rink tube R&D 

Inslilu t e Kor ea Sh rink fi 1m R&D 

Atomic Energy Surf acc cur i ng R&D 

R e s e a r c h Semi conducto rs R&D 

Ins l i lule(KAERI) Food R&D 

Slerili za l ion R&D 

Tir e componenls R&D 

FIlle Gases 
2 Advanced Radiation Wi re and Cable R&D 2 10 2005 x 

T e c h n 0 1 0 g ) Shrink lube R&D 

Insrilute KOI'ea Sh rink film R&D 

Alomic Energy Sllrf ace cur i ng R&D 

R c s c a r c h Semicondllcror s R&D 

Insl i l ul e(KAERI) Food R&D 

Sler ili za lion R&D 

Ti re component s R&D 

Flue Gases 

19. 러시O. I RUSSIA I 

엽채/기관명 가공제풍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Organizalion) (Process ing Product) 

(No . of 
범위 (Mev) (Start up) 

(X ray 
Uni ts) Convers i on) 

ßlldkcr Inst i tul e of Slerili sa li on R&D 1- 1. 4 1985 。

~llC 1 ea l Phys ics , FIlle Gases/Wa Slα\'a tc! 

Sibe rian Branch of R&D 

Russ i an Academy 0 f Hi gh tcmpcr <'t tur c 

Sc ience processes R&D 

20. 남아프리카 I South Africa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Organization) (Proccssing Product) 

(No . o[ 
범위 (Mev) (Start up) 

(X ray 
Un i ts) Conversion) 

fl l，에m Ci\PE WIY) I'ood comm 60!l\ 1986 

Lld UI igh Ene rg)' S l el" i l i sη t i on CQ!Il lll 

P ，‘ 0ι'C SS J ng Cape 15% 

(PIY) Lld Ot hcr (packng î ng 

qua r.?mt i ne güods)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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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스페인 I SPAIN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o 
(Organization) (Processiog Produc t) 

(No. of 
벙위 (Mev) (Start up) 

(X ray 

Uoits) Cooversioo) 

1 Eser 1 ine Wire and cable comm 4 10 2006 Planned 
3% R&D 3% 

Food comm 10% R&D 3% 
Steri 1 j sal ion comlll 

50% R&D 1% 
Olher comm 20% R&D 5% 

2 Eser 1 ine Wire and cable comm 4 10 2006 Planned 
3% R&D 3% 

Food comm 10% R&D 3% 
Steril isat ion comm 

50% R&D l'i 
Olher comm 20% H&D 5% 

3 Eser 1 i nc Wi re and cable comm 4 10 2006 Planned 
3% R&D 3% 

Food comm 10% R&D 3% 
Sterilisat i on COffilll 

00% R&D 1% 
Other comm 20% R&D 5% 

411 o n m e d Food comm 5% Il&D 1 10 1996 x 

Ester i lizacion S.A Steri 1 isal i on comm 
30% R&D 

Other (F ibbe, ‘ 
automol i on. food 
animal. cosmet ic. 
veterinary. plaquc 
conlrol) R&D 65% 

22. 영국 I UK 1 

업체/기관영 가공제품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게시년 
X선 변환 

~o 
(Orgaoiza t ioo) (Processiog Product) 

(No. of 
범위 (Mev) (Start up) 

(X ray 

Units) Cooversioo) 
[ 50lron pk Gem5lones 100% 5 2:l 1977 × 

? I sol ron p Jc W i rc é'md cab 1 c cornrn 5 1980 × 

50% 

Shrink tube comm 50% 
3 Isolron plι W i re and cab 1 e corlllll 5 

-t-
1. 0- 1. 5 1985 X 

5m 

Shri 띠‘ t ubc CQmlll ~51J-

Scm iconductor s cornm 

ö~ 
-+-

Isotron p Jc Scm i conduc‘ t or S C0ll1 111 ‘] 7-12 1994 x 
:l5% 

SlcrÎ 1 iS;H i on comm 

60% 

GcmS Loncs 5~ 
:, 150tron plc SterÎ I iS~ll ion αf ) 10 2001 /‘ 

j llfd l 대 dc、 I C('S comrn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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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미국 I USA I 
업체/기관명 

가공제풍 
보유기수 

에너지 운전개시년 
X선 변환 

h。 (Organizat ioo) 
(Processing Produc t) 

(No. of 
범위 (Mev) (Start up) 

(X ray 
Units) Conversion) 

1 IE-Beam Ser vices Wi re and Cab l e comm R&D 4 0.75- 1. 5 1970 × 

Inc Sh,' i nk t ube comm R&D 20% 

Pol 깨er comm R&D 20% 
2 E- ßcam Services Wi re and Cable R&D 10% 4 1-4.5 1986 × 

Inc Shl" i nk t ube comm R&D 10% 

Semicondu l"l ors comm Il&D 10% 

S t er i 1 i S3 t i on comm R&D 

Sheet comm R&D 10% 

PO 1 ymer comm Il&D 30% 
3 E-Beam 5ervices Sem i conduc t 01' S conml 10% 4 10 1993 × 

Inc Steri 1 isat ion comm R&D 50% 

Pol}깨er comm R&D 40% 
4 E- Beam Services Wire and Cable comm R&D 10% 4 1. 75-5 1999 × 

I nc Shr i nk t ube comm Il&D 30% 
Semiconductors comm R&D 10% 

Ster i 1 i sat i on comm Il&D 30% 

Shee t comm R&D 10융 

PO 1 ymer conml R&D 10% 
5 lIawa i i Pride Food commercial 100% 1 5 2000 O 

LLC ([ru it s and produce) 

6 lIydroge l Iles ign 1. 5 1992 × 

sys l enl S 

7 Kent Sta te PE tub i ng (90%) 1 0.7-5 2000 x 

Ln i ‘ ersl t v Wi re and cable R&D 

Food R&D 

Scmiconductors R&D 
8 .~ 끼 t i ona 1 Centel Wire and Cablc R&D 3 10 2002 C 

(01 Elect r on Shr i nk t ubc R&D 

ßcarn Food Shri nk f i 1m R&D 

Rcsea l" ch 
Food comm 90% R&D 

St erili zat i on R&1l 
9 Sade\ Food COI11m 50% R&D 2 10 1999 × 

Corpor'll ion Agr icultur (t ! ba sed proclucls 

fecd and ingrcdients. pct 

treats. 、 Cl suppll cs 

cosmc t i cs ;md consumer 
prod ucts(plastics. hyg i ene 

packag ing) 
]() S'l(lc\ Food comm 50~ R&D 2 10 2000 ;κ 

Corpor;:lt i on Agrîcult ura l b(l sccI products 

f eed ‘md ingrcd icnls. pet 

tr c깐 ts ‘ vct suppl ies . 

t‘ OS"lC1 i l'S and con surner 
produc l S ( plast i cs 

」
hygicne ‘ pack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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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RSEMENT 

This standard was endorsed by the Inlerim Commission on Phytosanitary Measures in 

April 2003 

INTRODUCI10N 

SCOPE 

This standard provides lechnical gu idance on the specific procedllres for the 

applicalion of ionizing radiation as a phylosanilary Ireatmenl for reglllaled pesls or 

articles. This does nol inclllde lreatmenls lIsed for 

- the prodllction of sterile organisms for pesl control ; 

- sanitary treatmenlS (food safety and animal health) ; 

- lhe preservation 0 1' improvement of commodity quality (e.g. shelf Iife 

extension); or 

- indllcing mutagenesis 

REFERENCES 

Exporl cerlifìcalion syslem, 1997. ISPM No. 7, FAO , Rome 

Guidelines /0 ,. phylosanilary cerlifìcales, 200 1. ISPM No. 12, F AO , Rome 

Glosswy 0/ phylosanilary lerms, 2003 ‘ ISPM No. 5, FAO, Rome 

Guidelines /0 ,. PestRiskAnolysis‘ 1996. ISPM No. 2, F AO , Rome 

Jnrernotional Plant Proleclion Convenlion , 1997. F AO, Rome 

PeSI Risk Analysis /or qllaranline pesls including analysis 에‘ environmental risks, 

2003. ISPM No. 11 Rev. 1, FAO , Rome. 

Pril1cψle ‘ o{ planr qllara l1line as re강eloted 10 in께nlιfelαrl1‘7끼110π0110…OαOl1a 

FAO, Romc 

The IIse oj" inlegraled me“’ I/,.es il1 a syslems cψ'proιICh /or pesl ,.isk ma l1agemel1l 

2002. ISPM No. 14, FAO. Rome 

DEFINITIONS 

Definilions 0 1' phylosanilary terms used in Ihe presenl slanclard can be IOllncl in ISPM 

No. 5 (Glossw)'(){phylOsanilwyl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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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lNE OF REQUIREMENTS 

Treatment with ionizing radiation (iπadiation) may be used ror pest risk management 

NPPOs should be assured that the efficacy of the treatment is sc ientifically 

demonstrated ror the reglllated pest(s) 01' concern 뻐d the reqllired response. 

Application 0 1' the treatment requires dosimetry and dose mapping to ensure that the 

treatment is e fTective in particular faciliti es and with specific commodity 

configurations. The NPPO is responsiblc ror ensuring that fàcilities are appropriate ly 

designed for phytosanitary treatments. Procedures shollld be in place to ensure that 

the treatment can be conducted properly and commodity lots are handled. stored and 

identi 1ied to ensure that phytosanitary security is maintained. Recordkeeping by the 

treatment facility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the racility and NPPO are 

required, and should include a compliance agreement between facility’ operator and the 

NPPO stip비ating in particular the speci 1ic requirements for phytosanitary measures . 

GUIDELlNES FOR THE USE OF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MEASURE 

1. Authority 

The NPPO is responsible for the phytosanitary aspccts of evaluation. adoption and use 

of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measure. To the extent necessary、 it is the NPPO’s 

responsi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gulatory agencies 

concerned with the devclopment , approval , safety and application 0 1' irradiation , or the 

distriblltion , lIse or consumption 0 1' irradiated prodllcts.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should be identified to avoid overlapping. con f1 icting. inconsistent 0 1' lInjusti 1ied 

rcqlllrements 

2. Treatment 0 1' Objectivc 

The objectivc 0 1' using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I1lcaSllrC is to prevent the 

inlroduction or spread 01‘ rcgulatcd pests. This may be reali zcd by achieving certain 

responscs in the targeted pcst(s) s lIch as 

mortality: 

prevcnting successfll1 develop l1lent (e.g. non-e l1lergcnce 0 1' adlllts): 

inability to reproducc (c.g. stcrility) ‘ 01 

lI1actl vau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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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sanitary uses of irradiation also include the devitalization of plants (e.g. seeds 

may germinate but seedlings do not grow; or tubers, bulbs or cuttings do not sprout) 

2.1 Efficacy 

The required treatment efficacy should be specifically defined by the NPPO of the 

importing country. It consists of two distinct components 

- a precise description of required response; 

- the statistical level of response required . 

It is not sufficient to on ly specify a response withollt also describing how this is 10 

be measured. 

The choice of a required response is based on the risk as assessed lhrough PRA, 

consrouring in particular the biological 띠ctors leading to establ ishment and taking incon 

sccollnt the principle of minimal impac t. A response such as mortality may be 

paropriatε whure the treatment is for the vector of a pathogen, whurea asterility may 

be n paropriate response for pest(s) that are not vectors and remain on or in the 

com ll1odity ‘ 

If the reqllired response is mortality , time limits for the effect of the treatment shollld 

be established 

A range of specific options ll1ay be speci lìed where the required response is the 

inability 0 1' the pest to reprodllce. These ll1ay include 

cO ll1plete steri lity; 

limited fertility of only one sex ‘ 

egg laying and/or hatching wi thout furthcr develop ll1ent ‘ 

- altered behavioUl ‘ and 

- steri lity of FI generation 

3. Treat ll1ent 

lonizing radiation may be providcd by radioactive isotopes (ga ll1ll1a rays fro ll1 

cobalt-60 01' cesium- 137). electrons 싣encrated fro ll1 ll1achine sources (lIP 10 10 MeV) ‘ 

or by x-rays (up 10 5 MeV) (l ill1 ils set by Codex Alimcntarills). The lInil 이‘ 

Il1casllremenl for absorbed dose sholl ld bc gray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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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to consider when implementing treatments include the dose rate, treatment 

time, temperature, humidity, ventilation , and modifìed atmospheres; these should be 

compatible with treatment effectiveness‘ Modifìed atmospheres may reduce trealment 

efficacy at a prescribed dose. 

Treatment procedllres should also ensurc that lhe minimum absorbed dose (Dmin) is 

fully aHs fed lhroughout fed lhrollghou to provide lhe prescribed level of effìcacy 

Owing 10 the differences ls fed lhnfiguralion of lreatmenl lots, higher doses thas f농d 

Dmin may be required 10 ensure that lhe Dmin (Dchieved throughoUl fed thnfigured 

consignment or lot. The intended end use of lhe productenhould be considered when 

conducling irradialion lrcatments 

ßecause mortality will rarely be technically juslified as lhe required response, live 

target pests may be found. Therefore il is essential lhat the irradiation lreatment 

ensures they are unable to reproduce. In addition, it is preferable that such pesl(s) are 

unable to emerge or escape from the commodity unless they can be practically 

distinguished from non-irradiated pest(s). 

3.1 Application 

Irradiation can be applied 

- as an integral parl 0 1' packing operations; 

- 10 bulk lInpackaged comlllodilies (such as grain moving over a belt); 

- at cenlralized locations sllch as lhe pOrl of elllbarkalion 

When safeguards arc adcquate and lransil movclllenl 0 1' thc unlrcaled cOllllllodity is 

operalionally fcasible , trcalmenl Illay also be perrorlllcd al 

- lhe poinl 0 1' enlry: 

- a designalcd localion in a lhird country: 

- a designated localion wilhin lhc cOll l1l r} 01‘ lìnal deslination 

Treatcd cOllllllodities shollld bc cCrlifìed and releascd only a f1er dosilllelry 

Illcasurellle l1lS confirlll thal Ihe Dlllin ιas Ille l. Where appropriale‘ re-lrcat lllcnt 01 

consignlllents l11ay be allowed ‘ provided lhal lhc lllaXilllU I11 absorbed dosc is wilhin 

lhe lilllils allowcd by the illlporling cOllnll') 

Thc purpose of Annex 1 [10 be cOlllpleledl is to li sl lhe doses f‘0 1' speci lìc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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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s as part of this ISPM. Appendix 1, which is attached for information only, 

provides some published information on absorbed dose ranges for certain pest groups 

According to thc pest ri sks to be addressed and the available options for pest risk 

management, irradiation can be used as a single treatment or combined with other 

treatments as par to fa systems approach to meel lhe level of efficacy required (see 

JSPM No.14: The use of inregraled 111ωsures in a syslems approach .for pesl risk 

managemenl) 

4. Dosimetry 

Dosimetry ensures that the required Dmin for a particular commodity was delivered to 

all parts of lhe consignmen t. The selection of the dosimetry system should be such 

lhat the dosimeter response covers the entire range of doses likely to be received by 

the product. Jn addition , the dosimetry system should be calibrated in accordance with 

inlernational slandards or appropriale national standards (e.g. Standard ISO/ASTM 

5126 1 Guide .for Seleclion and Calibralion o.f Dosimelry Syslems .for Radialion 

Pκlcessing) 

Dosimeters should be appropriate for the treatmenl conditions. Dosimelers should be 

eva lllaled for stability against the effects of variables sllch as lighl, temperature, 
hllmidity. storage time , and the type and liming of analyses reqllired 

Dosimetry sholl ld consider variations dlle 10 density and composition of the material 

treated. varial ions in shape and size. varialions in orienlalion of lhe prodllcl, stacking. 

volllme and packaging. Dose mapping of thc prodllcl in each geomelric packing 

conlìgural ion , arrangemenl and prodllcl densily lhat will be lIsed during rOllline 

lrcalments should bc reqllired by thc NPPO prior 10 the approval of a 1김ci lily for lhc 

trealmcnl applicalion. Only the conlìgllralions approved by lhe NPPO shollld be lIsed 

for aclllal lrcalmenlS 

4.1. Calibralion of componcnts 0 1' lhe dosimelry syslem 

AII componenls of the dosilllctry syslcm shollld bc calibraled according 10 dOCulllCnlCd 

slandard operal ing procedurcs. An indcpendenl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NPPO 

shollld assess performance of the dosimctry sys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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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Dose mapping 

Dose mapping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fully characterize the dose distribution 

within the irradiation chambers and commodity , and demonstrate that the treatment 

consistently meets the prescribed requirements under defined and controlled conditions 

Dose mapping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documente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The inforrnation from the dose mapping studies is used in the selection of 

locations for dosimeters during routine processing. 

Independent dose mapping for incomplete (partially-filled) as well as first and last 

process loads is required to determine if the absorbed-dose distribu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 routine load and to adjust the treatment accordingly. 

4.3. Routine dosimetry 

An accurate measurement of absorbed dose in a consignment is critical for 

determining and monitoring eftìcacy and is part of the verification process. The 

required number‘ location and frequency of these measurements should be prescribed 

based on the specific equipment, processes, commodities, relevant standards and 

phytosanitary requirements 

5. Approval of Facilities 

Treatment 띠cilities should be approved by rclcvant nuclear regulatory authorities 

where appropriate. Treatmcnt facilities should also bc subject to approval 

(qualification, certification or accreditation) by the NPPO in the country where the 

facility is locatcd prior to applying phytosanitary treatments. Phytosanitary approval 

should be bascd on a cO l11l11on set of criteria plus those spec ilic to the sitc and 

com l11 odity programmes (sec Annex 2) 

Phytosanitary re-approval should be done on an appropriate regular basis. Docu l11cnted 

dose l11apping should be donc following repairs , 1110dilications or adjustments in 

cquip l11 cnt or processes thm afTect the absorbed dosc 

6. Phytosanitary System Integrity 

ConJìdencc in the adequac} of an irradiation treatment is pri l11arily bascd on 

assurancc that the treatment is e ff농ctive against thc pest(s) 이‘ concern under spcci lìc 

conditions and thc trcatmc nt has been properl) app licd and thc cO l11l11 odity adcquatcly 

safcguardcd. The NPPO 이 thc country whcrc the facilit)' is locatcd is responsible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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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suring system integrity , so that treatments meet the phytosanitary r이uirements of 

the importing country. 

Effìcacy research and dosimetry provide assurance that only effective treatments are 

used. Well-designed and closely 1l10nitored systems for treatment delivery and 

safeguarding assure that treatments are properly conducted and consignments protected 

fro ll1 infestation, reinfestation or loss of integrity 

6.1 Phytosanitary securìty measures at the treatment facility 

Because it is not uSllally possible to visllally distinguish irradiated from non-irradiated 

prodllctS, treated commodìties should be adeqllately segregated, clearly identified , and 

handled under conditions that will saJeguard against contamination and/or infestation, 

or misidentification 

A secure means of moving the commodity from receiving areas to treatment areas 

withollt ll1isidentification or risk of cross-contamination 때d/or infestation is essential 

Appropriate procedures specific to each facility and commodity treatment programme 

should be agreed lIpon in advance. Commodities that are unpackaged or exposed in 

packaging require saf，εguarding immediately follo써ng treatment to ensure that they are 

not SU이ect to infestation , reinfestation or contamination afterwards. 

Packaging prior to irradiation may be useflll to prevent reinfestation if irradiation is 

done prior to export, or to prevent the accidental escape 0 1' target pest(s) if treatment 

is done at the destination . 

6.2 Labelling 

Packages should be labelled 싸ith treatment lot numbers and other identifying features 

a l\ owing the identification of treatment 10ls and trace-back (i.e. packing and treatment 

facility identilìcation and location, datεs 이‘ packil냉 and treatment). 

6.3 Verification 

The adeqllacy 0 1" treatment faci 1 ities and processcs should be veri !ìed throllgh 

monitoring and alldit 01" !àcility treatment records that inc\ ude, as necessary , direct 

treatment oversigh t. Direct , continllous sllper、 ISlon 이‘ treat ll1ents shollld not be 

necessary provided treat ll1ent program ll1es are properly designed to ensure a high 

degree 01、 syste l11 integrity for the làcility , process and cO l11l11odity in qllestion. The 

Ievel 01‘ ovel'sigh t shollld be suflìcient to detect and correct c1 eflciencies pro l11p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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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liance agreement should be concluded between the facility and the NPPO of 

the country where the facility is located. Such an agreement may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approval of the facility by the NPPO of the country wherc the facility is 

located; 

the monitoring programme as administered by the NPPO of the country 

where treatments are conducted; 

. audit provisions including unannounced visits; 

free access to documentation and records of the treatment facility; and 

corrective action to be taken in cases 0 1' non-compliance 

7. Documentation by the Treatment Facility 

The NPPO of the country where the facility is located is responsible for monitoring 

recordkeeping and documentation by the treatment facility and ensuring that records 

are available to concerned parties. A sin the case 0 1' any phytosanitary treatment, 

trace-back capability is essentiaL 

7.1 Documentation of procedures 

Documented procedures help to ensure that commodities are consistently treated as 

required. Process controls and operational parameters are usually established to provide 

the operational details necessary for a specific authorization and/or facility. Calibration 

and quality control programmes should be documented by the facility operator. At a 

m1l11mUm, an agreed written procedure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 consignment handling procedures before, during and atler treatment; 

orientation and configuration of the commodity during treatment; 

critical process parameters and the means for their monitoring; 

. dosimetry ‘ 

contingency plans and corrective actions to be taken in the event of 

treatment tàilure or problcms with clitical treatment processes; 

procedures 1‘or handling rejected lots ‘ 

labelling ‘ recordkeeping ‘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7.2 Facility records and traceability 

Packers and treatment làcility operators should be required to keep records ‘ Thεse 

records should be available to the NPPO for review. e 싣 when a trace-back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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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Appropriate treatment records for phytosanitary purposes should be kept by the 

irradiation facility for at least one year to ensure traceability of treated lots. The 

facility operator should keep all records for every treatmen l. Dosimetry records should 

be kept by the treatmεnt facility for at least one full year after treatmen t. ln most 

cases, these records are required under other authorities , but these records should also 

be available to the NPPO for review. Other information that may be required to be 

recorded inc ludes: 

- identification of facility and responsible parties; 

- identity of commodities treated; 

- purpose of πeatment; 

target regulated pest(s); 

- packer, grower and identification of the place of production of the 

commodity; 

- lot size, volume and identification, including number of articles or packages; 

- identifying markings or characteristics; 

quantity in lot ; 

- absorbed doses (target and measured) ; 

- date of treatment; 

- any observed deviation from treatment specification 

8. lnspection and Phytosanitary Certification by the NPPO 

8.1 Ex pol1 inspection 

lnspection to enSllre the consignment meets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01‘ the 

importing cOllntry should inclllde 

docllmentation veri터 cation ; and 

- examination for non-target pests 

Documentation is checked lo r completeness and acc lIracy as the bas is fo r ccrtifying 

the treatmen l. I nspecti on is done to detect any non-target pests. This inspectio l1 may 

be done before or after the treatment 、Nhere non-target pests are lound. the NPPO 

shollld veri Cy 、νhether these are reglll ated by the import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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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target pests may be found atìer treatment but should not result in the 

certification being refused except when mortality is the required response. Where 

mortality is required , live target pests may be found during the period immediately 

following the treatment application depending on the specification for efficacy (see 

section 2.1). If live pests are found , certification could be based on audit checks 

which confirm that mortality will be attained. When mortality is not the required 

response, it is more likely that live target pests may persist in the treated 

consignmen t. This should also not result in the certification being retùsed. Audit 

checks, including laboratory analyses, may be undertaken to ensure that the required 

response is achieved. Such checks may be part of the nonnal verification programme. 

8.2 Phytosanitary certification 

Certi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PPC validat e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a 

treatment when required by the importing country.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its 

associated documentation should at least specifically identify’ the treated lot(s), date of 

treatrnent, the target mmlmum dose and the verified Dmin 

The NPPO may issue Phytosanitary Certilìcates based on treatment infonnation 

provided to it by an entity approved by the NPPO.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may require other information supplied to verify that 

additional phytosanitary requirements have also been met (see ISPM No. 7:Export 

certificalion system and ISPM NO.12: Guidelines .for Phytosani /ary Cerlificales) 

8.3 Import inspection 

When mortality is not the reqllired response. the detection of live stages of target 

pests in import inspection shollld not be considered to represent treatment failllre 

resulting in non-compliance lInless evidencc exists to indicate that the integrity of the 

trcatment system was inadeqllate. Laboratory or other analyses may be perfonned on 

survlvmg target pest(s) to veril‘y treatment efficacy. Such analyses should only be 

reqllired infrequently as part of monitoring lInless there is evidence to indicate 

problems in the treatment process. Where mortality is the required response. this may 

be confirmed. Where mortality is reqllired , live target pests may be fOllnd when 

transport times are short. bllt ShOllld not nonnally result in the consignment being 

， εlÌJsed. llnlεss the cstablished mortality time has been exceeded 

Thc detection of pests other than target pest( s) 011 import shollld be assess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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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posed and appropriate measures taken, considering in particular the ef[ect the 

treatment may have had on the non-target pest(s) . The consignment may be detained 

and any other appropriate action may be taken by the NPPO of the importing 

country. N PPOs should clearly identi fy the contingency actions to be taken if li ve 

pests are fo und 

- target pests- no action to be taken llnless the required response was not achieved; 

- non-target regulated pests: 

• no action if the treatment is be lieved to have been effective; 

• action if there is insuftìcient data on efficacy or the treatment is not known 

10 be effecti ve; 

- non-larget non-regulated pests- no action , or emergency action for new pes‘s 

In case of non-compliance or emergency action, lhe NPPO of the importing country 

ShOllld notify the NPPO of the exporting country as soon as possible (see ISPM No. 

13: Guidelines for Ihe nOlificalion of non-cOfψIiance and emergency aClion) 

8.4 Verification methods fo r treatment efficacy in export and import inspection 

Verificati on l11ethods, inclllding laboratory tests or analysis to determine if lhe required 

response has been achieved shou ld be described by the exporting cOllntry at the 

reqllest of the importing cOllntry 

8.5 Administration and documentation by the N PPO 

The NPPO should have the ability and reSOllrces to evalllate, 1110nitor, and allthorize 

irradiation llndertaken for phytosanitary purposes. Po licies, procedllres and requirements 

deve loped for irradiation should be consistent with those assoc iated with other 

phytosan itary meaSllres, exccpt where the llSC of irradiation reqllires a di ffcrcnt 

approach becallse of llniqlle ci rcll l11stances 

I‘ hc 1110nitoring, ce rtifi cati on, acc reditation and approva l of làc ililies for phytosanitary 

treat l11 cnts is nor l11ally llndcrtaken by the NPPO where the làc ility is loca ted ‘ bllt by 

cooperati ve agreement may bc llndertaken by 

the NPPO 0 1' the importing cOllntry: 

- the NPPO of the exporting cOllntry: 01 

other national authoriti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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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randa of Understanding (MOUs), compliance agreements, or similar documented 

agreements between the NPPO and the treatment applicator/facility should be used to 

specify process requirements and to assure that responsibilities, liabilities and the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 are c1early understood. Such documents also 

strengthen the enforcement capability of the NPPO if corrective action may be 

necessary. The NPPO of the importing country may establish cooperative approval 

and audit procedures with the NPPO 0 1" the exporting country to veri 깨 req U1 rements. 

AII NPPO procedures should be appropriately documented and records, including those 

of monitoring inspections made and Phytosanitary Certitìcates issued ‘ should be 

maintained for at least one year. ln cases of non-compliance or new or unexpected 

phytosanitary situations, documentation sho비d be made available as described in 

ISPM No.13:Guidelines /0 1" Ihe nOlifìcalion 0/ non-compliance and emergency aclion. 

9. Research 

Appendix 2 provides guidance on undertaking research for the irradiation of reglllated 

pests. 

ANNEX J 

SPECIFIC APPROVED TREA TMENTS 

This annex is a prescriptive part of the standard. lts purpose is 10 list irradiation 

lreatments that may be approved for specified applications. Treatmenl schedllles to be 

added as agreed by the [CPM in flltll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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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NEX 11 

CHECKLIST FOR FACILITY APPROV AL 

This annex is a prescriptive parl of the standard . The following checklist is inlended 

to assist persons inspecting or monitoring facilities seeking to eslablish/maintain 

fàcility approval and certificalion of irradiated commodities for international trade. The 

failure 10 receive an affirmative response 10 any item should result in the refusa l to 

establi sh, or Ihe termination of, an approval or certificalÌon 

Criteria Yes No 
1. Premises 

lrradialion facility meelS Ihe approval o f the NPPO as regards 

phylosanitary requiremenls. The NPPO has reasonable access to the 

facility and appropnate records as necessary 10 validale 

요hytosani텅ry treatments 
Faci lity buildings are designed and buill 10 be suitable in size, 

materials, and placement of eqUlpment 10 facililate proper 

maintenance and operations for the lots 10 be treated 
Appropriale means, integral 10 the facility design, are ava ilable to 

mainlain non-irradiated consignmenls and/or 10ls separale from treated 

consignments and/or lols 
Appropriale facilities are available for perishable commodities before 

and after trealmenl 
Buildings. equipment, and othe r phys ical |‘acilities are maintained in 

a sanltary condilion and m repall su ffìcient to prevent 

contaminat ion of the consignmenls and/or lots being treated 
Effective measures are In place to prcvent pests from being 

inlroduced Into processmg areas and to prolect agamst Ihe 

contamlnat lon or inlestalion of conslgnments and/or lots being 

stored or processed 
Adequale measures are in place 10 handle brcakage, spills, or the 

loss of lot integrily 
Adequate svstcms are !11 place to disposc 01' commoclitics 01 

consignments that are improperly Irealecl or unsuilable fOl Ircalment 
Adequate systems are In place 10 conlro l non-compliant 

conslgnments and/or lots and when necessary 10 suspcnd fac ility 

appr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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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sonnel 
The facility is adeqllately staffed with trained. competent personnel 
Personnel are aware of reqllirements for the proper handling and 

treatment ofcommodities for_l'hytosanitary pllrposes 

3. Producl handling, slorage and segregalion 
Commodities are inspected llpon receipt to ensllre that they are 

sllitable for irradiation treatment 
Commodities are handled in an environment that does not increase 

the risk of contamination from physical chemical or biological 

hazards 
Comlπlodities are appropriately stored and adeqllately identified 

Procedllres and facilities are in place to enSllre the segregation of 

treated and llntreated consignments and/or lots. There is a physical 

separatton between tncomlng and OlltgOtng holding areas where 

reqllired 

-1. Irradialion Irealmenl 
Facility is able to perform reqllired treatments in confomlity with a 

scheduled process. A process control system is in place providing 

criteria to assess irradiation efficacy 
Proper process parameters are established for each type of 

commodity or conslgnment to be treated ‘ Written procedllres have 

been submitted to the N PPO and are well known to appropnatc 

treatment 떠cility persolmel 
Absorbed dose delivered to each type of commodity is verified by 

proper dosimetric measurement practices llsing ca librated dosimetry 

Dosimetry records are kept and made available to the NPPO as needed 

5. Packaging and labeling 
Commodity is packaged (i f necessary) lIsing malerials suilable to the 

prod lIct and process 
Treated consignments and/or 10ls are adequately identified or labelled 

(if rcqllired) and adequately docllmentcd 
Each consign l11ents and/or lot carrics an identiticalion nU l11 ber 01 

other code to distingui sh it from all other consign l11ents and/or lots 

6. Doc !llI1enlalion 
AII records abollt each consignment and/or 101 irradiated are retained 

at the facility for the period 01‘ ti l11 e spcci lied by rclevanl authorities 

and are available for inspection by thc N PPO as nccded 
rhe NPPO has a written cO l11 pliancc agreemenl with thc là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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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 

This appendix is for reference pllrposes only and is not a prescriptive part of the 

standard. The list is not exhallstive and shollld be adapted to specifìc circllmstances 

The references here are widely available, easily accessible and genera lIy recognized as 

authoritative . The Iist is not comprehensive or static; nor is it endorsed as a standard 

under this ISPM 

ESTlMATED M1NIMUM AßSORBED DOSES FOR CERTAIN RESPONSES FOR 

SELECTED PEST GROUPS 

The fo lIowing table identifìes ranges of minimllm absorbed dose for pest groups 

based on treatment research reported in the sc ientifìc literatllre. Minimum doses are 

t와(en from many publications that are in the references li sted below. Confìrmatory 

testing should be done before adopting the ml I1lmUm dose for a speci fìc pest 

treatment 

To ensure the ml I1lmUm absorbed dose is achieved for phytosanitary pllrposes, it is 

recommended to seek information abollt the Dmin for a parliclllar target species and 

also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ote in Appendix 2 

Pcst group Requircd πsponsc Minimum dose 
rnnge (Gy) 

Aphids and white f1 ies Sterilize actively reproducing adult 50-100 
(Homoptera) 

Seed weevils (Bruchidae) Steri lize actively reproducing adult 70-300 
Scarab beetles Steri li ze actively reproducing adu lt 50-150 
(Scarabidae) 
Frllit flies (Tephritidae) Prevent adlllt emergence from 3rd 50-250 

Instar 
、νeevils (C lIrculionidae) Steri li ze actively reproducing adll lt 80- 165 
Borers (Lep idoptera) Prevent adult development fÌ"om 100-280 

late larva 
Thrips (Thysanoptera) Steri li ze active ly reproducing adlllt 150-250 
Borers (Lepidoptera) Stcrilize late pllpa 200-350 
Spider mites (Acaridae) Sterilize actively reprodllcing ad lllt 200-350 
Stored prodllct beetlεs Sterilize actively reprodllc ing adlllt 50-400 
(Coleoptera) 

Stored product moths Sterilize acti vc ly rcproducing ad lllt 100-1.000 
(Lepidoptera) 

Nεmatodes (Nematoda) Sterilize actively reproducing adlllt -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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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 

This appendix is for reference purposes on ly and is not a prescriptive part of the 

standard. 

RFSEARCH ]>ROTOCOL 

Research materials 

It is recommended to archi ve samples of the different developl11ental stages o f the 

pests studied in order to , among other reasons, reso lve possible fùture di spu1es on 

identificat ion. The commodity 10 be used should be of normal cO l11mercial condition. 

To perfor l11 treatment research to control quarantine pests it is necessary to know its 

basic biology as well as define how the pests used in the research will be obtained 

The experiments with irradiation should be carri ed out on the commodity infested 

naturally in the field and/or with laboratory-reared pests that are used to infest the 

commodity prelèrably in a natural forrn. The method of rearing and feeding shou ld be 

carefully detai led. 

Note ‘ Studies done with pests il1vilro are not reco l11 mended because the re sults could 

be different from those obtained 、‘hen irrad iating the pests in commodities unless 

pre liminary 1es1ing indicates that results fro l11 il1vilro treatments are no differen1 than 

II1S11 1l 

Dosimehy 

The dosil11etry system should be calibrated. certifi ed and used according 10 recogni zed 

international standards. The 111 11l1l11 UI11 and maxil11 u l11 doses absorbed by the irradiated 

product should be detenni ned slriving fo r dosc uniformi ty . Rou1inc dosime1ry should 

be conducted period ically 

In1erna1iona l ISO Guide lines arc ava ilable fo r conducting dos il11e1 ry research on food 

and agricu l1ura l products (sec Standard ISOI ASTM 5126 1 G lI ide fo/' Seleclion C/nd 

Calibl'alion 0/ Do.\'imelly Syslems for Radialion Processing) 

Estimation and confinnation 01' minimum abso r1Jcd dose t‘Or trcatment 

/’reliminwy Te.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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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llowing steps should b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dose required to ensure 

quarantme secunty: 

Radiosensitivity of the different stages of development of the pest in question that 

may be presenl in the commodity that is marketed must be established with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most resistant stage. The most resistant stage, even if it 

is not the most common one occurring in the commodity , is the stage for which 

the quarantine treatment dose is establishcd 

- The minimum absorbed dose will be determined experimentally. If pertinent data do 

not already exist, it is recommended 10 usc at least fìve (5) dose levels and a 

control for each developmenlal stage , with a ITIlnI mUm of 50 individuals where 

possible for each of lhe doses and a minimum of lhree (3) replic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dose and response for each stage will be determined to identity 

the most resistant stage. The optimum dose to interrupl the development of the 

most resislant stage and/or to avoid the reproduction of the pests needs to be 

determined. The remainder of the research will be conducted on the most 

radiotoleranl stage. 

Ouring the period of post-treatment observation of the commodities and associated 

pests. both treated and control , must remain under favorable conditions for survival, 

development, and reproduction of the pests so that these pararneters can be 

measured. The untreated controls must develop and/or reproduce nonnally for a 

given replicate for tbe experiment to be valid ‘ Any study wbere the control or 

check mortalities are higb indicates tbat the organisms were held and handled under 

sub-optimal conditions. Tbese organisms may give misleading results if their 

treatment mortality is used to predict an optimum treatment dose. In gencral , 

mortality in the control or check should not exceed J 0%. 

Large Scale (Confìrma lOry) Tesls 

To conlìnn if the cstimatcd mllllm Llm dose to provide quarantinc security is valid. 

it is ncccssary to treat a Jarge number 0 1' indi\ iduals 이‘ thc most resistant stage 이‘ 

the organism while achicving the desired resul t. be it prcvention 0 1" pest 

deveJopmcnt or steriJity. Thc number treated 、、이 JJ depend on the requircd level 01 

confìdence. The level 01‘ cffìcacy 0 1" the treatment sbould be establisbed betwecn the 

exporting and importing countries and be technically justifìablc 

Because the maximum dosc measured during thc conlinnatory part 0 1" tbe researcb 

wilJ be thc ml l1l mUm dosc rcquired for thc approved treatmcn t. it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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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keep the maximum-minimum dose ratio as low as possible. 

ReconJ keeping 

Test records and data need to be kept to validate the data requirements and should 

upon request be presented to interested parties, for example the NPPO of the 

importing country, for consideration in establishing an agreed commodity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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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STANDARD FOR IRRADIATED FOODS 

CODEX STAN 106-1983, REV.I-2003 

1. SCOPE 

This standard applies 10 foods processed by iomzIng radialion lhal is used in 

conjunction wilh applicable hygienic codes, food standards and lransporlation codes. It 

does nol apply to foods exposed 10 doses imparted by measuring instruments used for 

InSpectlon purposes 

2. GENERAL REQUIREMENTS FOR THE PROCESS 

2.1 Radiation Sources 

The following types of ionizing radiation may be used: 

a) Gamma rays from the radionucl ides 60Co or 137Cs: 

b) X-rays generated from machine sources operated at or below an energy leve\ of 5 

MeV; 

c) Electrons generated from machine sources operated at or below an energy level of 

10 MeV 

2.2 Absorbed Dose 

For thc irradialion of any food , lhe mini l11 ul11 absorbed dose should be su f1icient 10 

achieve lhe technological purpose and lhe l11aximum absorbed dose should be less 

lhan lhal which would COmprOll1l Se consumer safely. 、νholesomeness or would 

adversely affecl slruclural integrity. funclional properties. or sensory attribules. The 

maximlUTI absorbed dose delivercd 10 a food should nOl cxcecd 10kGy, excepl ιhen 

necessary to achieve a legili l11ale lechnological purpose.1 

2.3 Facililies and Conlrol 0 1" the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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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Radiation treatment of foods should be carried out in facilities licensed and 

registered for this purpose by the competent authority 

2.3.2 The facilities shall be designed to meet the requirements of safety. efficacy and 

good hygienic practices of food processing. 

2.3.3 The facilities should be staffed by adequate, trained and competent personnel 

2.3.4 Control of the process within the facility should include the keeping of adequate 

records including quantitative dosimetry 

2.3.5 Facilities and records should be open to inspection by appropriate authorities 

2.3.6 Control should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adiation Processing of Foods (CAC/RCP 19- 1979, 

Rev.I-2003). 

3. HYG rENE OF IRRADIATED FOODS 

3. 1 The irradiated food should be prepared, processed, and transported hygien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Recommended 1 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 General Principles of Food Hygiene (CAC/RCP 1-1969, Rev. 3-1997),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the seven principles of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system where applicable tòr food safety purposes. Where 

appropriate, lhe lechnical requiremenls for lhe raw malerials and end producl 

should comply with applicable hygienic codes ‘ food standards, and lransportati on 

codes 

3.2 Any relevant national public heallh requiremcnt affecting Ill icrobiological sa l"cty 

and nutritional adeq uacy applicable in the counlry in which lhc food is so ld 

should be observed . 

.t. TECHNOLOG1CAL REQU IREMENTS 

4.1 Genera l Requirement 

The irrad iation of foocl is juslilied on l)' whcn it fulfil s a technologica l requirclllcnl 

ancl/or is beneficial for the proteclion 01‘ COnSlIl11er hea lth . It shoulcl not bc lIscd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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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itute for good hygienic and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or good agricultural 

practlccs 

4.2 Food Quality and Packaging Requirements 

The doses applied shall be commensurate with the technological and public health 

purposes to be achieved and shall be in accordance with good radiation processing 

practice. Foods to be irradiated and their packaging materials shall be of suitable 

quality , acceptable hygienic condition and appropriate for this purpose and shall be 

handled, before and after irradiation, according to good manu f;낀cturing practices taking 

into accollnt the particular reqllirements of the technology of the process. 

5. RE-IRRAD lA TION 

5.1 Except for foods with low moistllre content (cereals, pulses, dehydrated foods and 

other such commodities) irradiated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insect 

reinfestation, foods irradiated in accordance with Sections 2 and 4 of this standard 

should not be re-irradiated 

5.2 For the purpose of this standard, food is not considered as having been 

re-irradiated when: (a) the irradiated food is prepared from l1laterials which have 

been irradiated at low dose levels for purposes other than food safety , e.g. 

quarantine control , prevention of sprouting 01‘ roots and tubers; (b) the food ‘ 

containing Icss than 5% 이‘ irradiated ingredicnt, is irradiated ‘ or when (c) the 

fllll dose of ionizing radiation rεqllired to achieve the desircd ef‘l‘ect is applied to 

the food in 11l0re than one incremenl as part of processing for a speci fïc 

technological purpose 

5.3 Thc cll l1l ulative ll1 aXi l1l 11 11l absorbed dosc dclivcrcd 10 a food should not excced 

10 kGy as a reslllt 0 1" re-irradiation exccpt '̂  hen it is necessary to achieve a 

legiti l1latc tcchnological pllrpose‘ and should nOI cO l1l pro l1l ise consumer sa t"ety 01 

、이loleso l1l eness 0 1' the 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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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OST lRRADIATION VERIFICATION 

6.1 When reqllired and where applicable, analytical methods for the detection of 

irradiated foods may be lIsed to enforce allthorization and labeling reqllirements. 

The analytical methods lIsed shollld be those adopted by the Codex Com l11 ission. 

7. LAßELLlNG 

7. 1 Inventory Control 

For irradiated foods , whether prepackaged or not, the re비levant shiψp미ptn띠1η밍‘g doc디ω1I띠I l11ent잉 s 

shall give appro얘pna없teηinforma 

Irπr대ad이i띠a없lκed the food, the date(s) 0 1' treall11ent, irradiation dose and lot identification 

7.2 Prepackaged Foods Intended for Direct Consll l11ption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irradiated foods should indicate the treat l11ent and in all 

aspects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 1-1985, 

Rev.2-1999). 

7.3 Foods in BlI lk Containers 

The dec1 aration of the fact of irradiation shollld be l11ade c1 ear on Ihe relevant 

shipping docllments. In the case of prodllcts so ld in blllk to the 1I1timate conSllmer, 

the intcrnational logo and the words “ irradiated' ‘ or ‘ .treated with ionizlng radiation ’ 

shollld appear together with the na l11e 0 1' thc prodllct on the container in which 

prodllcts are pla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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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stralian G overnment 

Australian Quarantine and lnspection seπice 

AQIS GAMMA IRRADIATION OFFSHORE 
TREATMENT PROVIDERS SCHEME 

The AUSlralian Quarantine and InSpeClion Service (AQIS) accepts offshore gamma 

irradiation lreatment for a numbcr of commodilie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oUllined in the AQIS Import Conditions Database (ICON). The following document 

provides guidelines on the Gamma Irradiation Offshore Treatment Providers Scheme 

Organisations and/idelnstitulions (overseas government authoutties for exal11 ple)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Sche l11e will be required to agree to the terms and conditions 

contained in this document 

Applications to register with the Ga l11l11a Irradiation Offshore Treatl11ent Providers 

Scheme (the Scheme) are subject to approval by AQIS (Canberra O f1i ce) and will be 

assessed on their individual merits with consideration being given to the quarantine 

risk 

Application evaluations will include two main 김clors 

an assessl11ent of the applicant ’ s capacity to operate in accordance with relevant 

AQ IS require l11ents, based on sllpporting documentary evidcnce; and 

an assess l11ent of the physical structurcs and operational proccdures used by the 

applicant with a view to deter l11 ining their efjèctiveness in addrcssing qllarantine 

risks ‘ 

Applications to clller thc Schcmc arc to be provided in hard copy to 

Offshore De、 elopment Uni t 

Cargo Managc l11 cnt and Shippin싣 

A lIstralian Q lIarantinc and Inspection Service 

GPO ßox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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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berra ACT 2601 

AQIS is under no obligation to accept an organisation as an approved offshore 

gamma irradiation treatment provider. Such acceptance is su비ect to the outcome of 

the AQIS assessmenL Acceptance of the organisation as an approved offshore gamma 

irradiation treatment provider does not limil any rights or obligations of AQIS under 

the QuaranlineAclJ 908. Except are quired by law, AQIS shall not be liable for any 

loss, damage, expense or cost incurred by any person or body arising out of any 

procedllres associated with the acceptance of approved offshore trealmenl providers. 

Applications to register wilh the Scheme musl be accompanied with documentary 

evidence of the applicant’ s ability to meet International Codes of Practice and 

Standards relevant to performing a gamma irradiation treatment, incJuding but not 

limiled to 

Codex Reconunended International Code of Practice for Radiation Processing 

of Food (caclrcp 19-1979, rev. 2-2003); 

ANZFA Food Standard A 17: Irradiation of Food - (Food Standards 

Australia) 

Docllmentary assessment of the company’s treatment procedures, as well as the 

procedllres for handling, transport and storage of goods (both prior to treatment and 

after treatment)、vill be carried Ollt by either an AQ IS officer or a suilable lhird party 

assessor 

Once doc llments are assessed as sul꺼ciem assllrance that the applicant is potentially 

capable 0 1' operating within relevanl AQIS reqllirements, an on-site inspection 이‘ the 

procedures and facility will be required 

An on-sitc assessmcnt of procedurcs and facilitics is a mandatory rcqllirement of lhe 

Scheme 

AQIS condllcts on-site assessmcnlS to confirm lhe applican t' s capacily 10 cnsure 

equipmem and operating protocols meet AQIS reqllirements 

Ei ther an AQIS officer 0 1' a third party assessor (accompanied by an AQ I S o l1icel 

where necessary) , with an appropriatc leve l 0 1' expenise ‘ 、、 ill condllct the on-site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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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n-site assessment procedure will include, but is not limited 10, the assessment of 

the following critical areas 

Equipmenl and sile 

All measuring equipment must be calibrated to the manufacturer’ s 

specifications ’ 

C1eanliness and hygiene 

A Il applicants must be able to demonstrate the continlled quarantine integrity 

of commodities being imported into Australia. All facilities must be kept 

clean at alltimes 

Alanagemenl slruclure to supporl aClivily 

All applicants must be able to demonstrate that their employees are familiar 

with the reqllired operating procedures and follow them at all times 

Applicants must be able to demonstrate that a sllitable training progranl has 

been established and that employees are suitably trained and properly 

sllpervised 

OCCLψalional heallh and sψely 

AQJS will not make an assessment of the applicant ’ 5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standard. However, the person making the assessment has a dllty of 

care to notify the applicant of any unsafe conditions and practices. S lIch 

matters will be noted in lhe reporl 뻐d an assessment made on whether this 

wou ld affect the applicant ‘ s abilily to perform activities to AQlS 

reqlllrements 

Where appropriate. it is thc rc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to ensure lhat the 

premises and all operations cO l11 ply with all domeslic reglllations and the 

relevanl environ l11enlal prolection agency requirements. 

For lhe on-site assess l11enl 01 ‘ lhe 1‘acilily , lhe parly musl provide a sa lε 

working environ l11enl 10 1' lhε assessor(s) ‘ Prior 10 lhe assessor(s) εnlering the 

lreat l11 enl area, lhe parly musl provide εvidence lhal lhe work area is safe in 

lerl11s of residue 01' radialion level and work aClivity has been suspenc\ed 10 

allow inspeclion 

Ûnce an applicalion 10 parlicipale in lhe Sche l11e has been approved. lhe 01'1‘'shore 

party will be allocaled an AQIS Idenlifïcalion Number (AJN). The AIN is 10 bc 

recorded on all treatment ccrtifïcalion and COlTespondence 10 AQ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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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va ls for offshore gamma irradiation facilities will be granted for a period 0 1' 

three years . Offshore parties are required to re-apply for approval by means of an 

audit by a minimllm of six months prior to the end of their approval term. In 

considering a renewal application, AQIS wi ll condllct an assessment inline with the 

original approval process as outlined above 

AQIS is to be notified in writing three months prior to changes in ownersh ip. 

operating proced ures/arrangements relating to quarantineable items or ιIhere 

modifications to those parts of the premises where quarantineable goods are stored or 

treated are contemplated. I f the quarantine integrity cannot be guaran teed, AQIS l1lay 

withdraw the approval. 

The types of audits outlined below are designed 10 measure the performance of 

offshore parties against the procedures olltlined in the Scheme 

The Schel1le will require an on-si te assessment of procedures and facilities as a 

mandatory component of the asseSS l1lent of process 

To ensure the ongoing quarantine integrity of approved off능hore treatment providers 

the faci lity will need re-approval everγ three years 

Treatment and procedure records mllst be maintained and should be suffïcient to ass ist 

in determin ing the offshore party.s capacity to operate within the Scheme. Records 

must bc made avai lable to AQIS as reqllested 

Rc instatement alldi ts wil l be schcdlll ed and condllcted by AQIS (or other relevant 

party) following a period 0 1" slIspension. 11'‘ during the reinstatement alldit, the 

olTshorc party is llnable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 Schemc ‘ the sllspension 

will continue and the offshore party will be asked to show cause as to 、νhy it should 

not be removcd from the sche l1le 

Audit s wil l be charged as set ou t in Sec ti on 8 01‘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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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IS may monitor and verify consignments shipped under the Scheme. In the event 

that AQIS detects an ineffective treatment or any quarantine risk associine rwith ar 

antine rconsignment, AQIS will direct the consignment for inspection and further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0 1" the QuaranlineAc/l 908 

Consignments shipped under the Scheme remain s lIbject to other relevant req비rements 

of the Quaranline ACI j 908. 

AQIS may withdraw or slIspend its acceptance of an offshore treatment provider 

organisation at any time for failure to perform gamma irradiation treatments to a 

standard acceptable to AQIS 

An offshore pa다y wi 11 be suspended from the Sc heme when: 

an item of quarantine concem is detected and the offshore pa t1y is 

determined to be at fault; 

during the course of an on-site audit, the offshore party is unable to 

demonstrate compliance with the Scheme; or 

if the offshore party has not re-registered at the completion of their 

approval term (every 3 years) 

During this time, AQIS will invite the offshore pa t1y to show callse as to why it 

should not be removed from the Scheme. The ofTshore party must provide evidence 

or details of corrective actions taken to ensure that the matter has been addressed 

Failure to comply with all qllarantine directions and relcvant AQIS import pennit 

conditions may result in immediate sllspension from the Scheme. 

Thc offshore party may be cancelled from thc Scheme if: 

thcy are sllspended on threc separate occasions from the Scheme; or 

during an on-site audit, thcy are unable to demonstrate compliancc with the 

Scheme. (Fraud or lack of cooperation during an audit is also considered as 

not complying with the Scheme): or 

the Director 0 1" Quarantine or delegate considcrs this cOllrse of action 

jllstilied aftcr one or 1110re signilicant detections 01‘ Items 0 1" quarantine 

conCClll: 01 

thcrc is a breach lInder the Quoru l1l i l1l' λ c/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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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offshore party believes that there were extenuating circumstances in respect of 

the detection of items of quarantine concem, they may appeal against AQIS ’s 

subsequent actions. Compliance action will remain in place while the appeal is being 

considered 

AQIS is to notify the offshore party, in writing, within 10 working days o f the 

detection of an item of quarantine concern and provide advice as to subsequent 

actions to be taken by AQlS 

Appeals by offshore parties must be made in writing within 10 working days from 

the date of notifìcation. The offshore party must clearly set Ollt their reasons for 

appeal 

The offshore party should forward the ir appeal to : 

The Manager 

Offshore Development Unit 

Cargo Management and Shipping 

AlIstralian Q lIarantine and Inspecti on Service 

GPOBox858 

Canberra ACT 260 1 

AQIS will acknowledge receipt of the appeal within 10 working days of its receipl. 

and will endeavour to make a decision on the appeal, in writing, within 10 working 

days of thc receipt of all ava il able facts relating to the matter 

A lISl1 ι /ian QlIaranline and lnspeclion Service 

The Managcr. Off능horc Development Unit will consider appeals on a case-by-case 

bas is. The Manager, Cargo Management and Shipping. 、N ill consider any sllbsequenl 

appea ls to lhe original appea l 

Judicial l?e l' iι11 

Thc AQIS appcals policy c\ ocs nOl affect any ri ght that a person may have to a 

jlldic ial revie ,,' by the fec\eral court 

167 



The Scheme is sllbjecl 10 reglllar internal AQIS review. AQJS reserves the right to 

disconlinlle the Scheme due to changes in government policy at any time. 

The reslllts of such reviews will be made available to bolh participating pal1ies and 

Australian Industry. 

In cases where there are reglllar widespread qllarantine and adrninistrative failures in 

the syslern , AQIS may consider re-assessing the risk and viabilily of the system 

AQJS may also choose to review a single part of lhe Scheme (e.g. the administrative 

system) at any lime. 

These review activities will be conducted in consllltation with participants and in 

some cases wider industry to ensure there is adequate stakeholder consultation. 

AII direct costs associated with application assessments and audits will be charged to 

the offshore party. These costs will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airfares (business c1 ass) ; 

Visa costs; 

airporl taxes/duties and insurance; 

accomrnodation costs staying at 4 star accommodation or equivalent where security 

is of an acceptable level; 

transport to and from site of inspection: 

incidentals (Illeal and other cost allowances): 

interpretεrlrepresentative if required; and 

consultancy fees 

Doclllllenl lodgelllenl and Illonitoring activities ιill be su이ect 10 AQIS ‘ 5 normal fee 

for serv ice arrangelllents. For details of AQIS fecs. reler to Allachlllent 1 of thi s 

doclllllent or the AQIS website 

the accullllllaled tillle spent perforrning the Serviccs per week day cxceeds 7 hours 

30 Ill inutes ‘ 

the Services are perforlllcd on a day olhcr than a week day; or 

lhe Ser\"iccs are perf、orllled on a national Australian Pllblic holiday. 

7 hOllrs 30 Ill inutes 이 work 011 a weck day; 0 1 

• 168 



a callout period on a weekend; or 

a callout period on a national Australian public holiday. 

there is a break in the performance of the Services and the quarantine officer is 

required to return to work after 7 hours 30 minutes of work on a week day; or 

the quarant ine officer is required to return to work on a weekend; or 

the quarantine officer is required to return to work on a nat ional Australian public 

holiday. 

Category Description Unit Current 

Price 
Applicatio Assessment for an application for P e r I A$120 

n perforrnance of a service offshore application 

Fee For Daily Rate (week days) Day A$714 

Service 
Fee For ‘Wee터kly Rate (5 day week) Week A$2 ,486 

Service 
Fee For 1 st ι hour or pa미 there of ’‘ hr A$80 

Service 
Fee for After 1 st y:z hour ’4 

hr A$40 

Service 
Overtime Weekday ” hr A$15 
Overtime Weekday Minimurn 3 A$135 

hour callout 
Overtirne Saturday M n m u m A$140 

3hour callout 
Overtime Saturday y.. hr A$20 
Overtime Sunday Minimum 3 A$176 

hour callout 
Overtime Sunday % hr A$23 
Overtime Australian National Public Holiday Minimum 3 A$200 

hour callout 
Overtime Australian National Public Holiday ’4 

hr A$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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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Irradiation Prnctices for Irradiation Facilities 

Treatments 

Gary Luckman 

Consultant,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 Austria 

December 2008 

lonizing radiation may be provided by radioactive isotopes (gamma rays from 

cobalt-60 or cesium-137). electrons generated from machine sources (up to 10 MeV), 
or by x-rays (up to 5 MeV) (l imits set by Codex Alimentarius) 까le unit of 

measurement for absorbed dose should be gray (Gy). 

Variables to consider when implementing treatments include the dose rate, dose 

lIniformity ratio (maximllm/minimum dose; Dmax!Dmin), treatment time , temperature, 

humidity, ventilation , and modified atmospheres; these should be compatible with 

treatment effectiveness. Modified atmospheres, particularly low oxygen, may reduce 

treatment efficacy at a prescribed dose and mllst be considered during treatment 

efficacy testing. The intended end use of the prodllct should be considered when 

condllcting irradiation treatments 

Treatment procedllres shollld ensure that the Dmin is flllly attained throughollt the 

commodity to provide the prescribed level of efficacy. Owing to the differences in 

the configuration of treatment lots‘ higher doses than thc Dmin may be reqllired to 

cnsure that the Dmin is achieved throughollt the configured consignment or 101. The 

limit for Dmax is set at I kGy in thc United States. Australia and othcr countries‘ 

and Dmax shollld be minimizcd to avoid cxcecding this dosc and to maintain prodllct 

quality 

Application 

Irradiation can be applied: 

Whcn safegllards are adeqllate and transit mo、 ement 이‘ thc lIntreated commodit) is 

operationally lèasible ‘ treatment may al50 be perfonned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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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commodities should be certified and released only after dosimetry 

measurements confirm that the Dmin was met. Where appropriate, re-treatment of 

consignments may be allowed, provided that the maximum absorbed dose is within 

the limits allowed by the importing cOllntry 

Generic treatments, a single radiation dose for a broad group of pests, may be 

app lied if approved by the importing country 

According 10 the pest risks to be addressed and the available options for pest ri sk 

management, irradiation can be used as a single treatment or combined with other 

treatments as par to fasystems approach to meet the level of efficacy required (se않 e 

ISPκM No. 14: The use of in께nlegrηψaleαdm’neαt“lsur앙 il1 a ,yslems approach for pesl ’rJαsk 

maπ1Gn’nagement) 

Dosimetry 

Dosimetry ensllres that the reqllired minimum absorbed dose (Dmin) for a particular 

commodity was delivered to all parts of the consignmen t. The selection of the 

dosimetry system should be such that the dosillleter response covers the entire range 

of doses likely to be received by the prodllc t. In addition, the dosimetry systelll 

should be calibrated in accordance with intemational standards or appropriate national 

standards (e.g. Standard ISO/ ASTM51261 GlI ide for Seleclion ω'7d Calibralion of 

Dosimelry Systems for Radialion Processi l1g). 

Dosimeters sholl ld be appropriate for the treatlllent conditions. Dosimeters should be 

evalllated for stability against the erlècts of variables sllch as li ght, telllperature. 

hlllllidity , storage time. and the type and timing of analyses required 

Dosillletry sholl ld consider variations dlle to density and composition of the material 

treatcd. variations in shape and s ize. variations in orientation of the product. stacking, 

vo lllme and packaging. Dose mapping o[ the prodllcts in each gcometric packing 

confìgllration. arrangement and prodllct density that will be used dllring rolltine 

treatmεnts should be reqllired by the NPPO prior to the approval 0 1' a facility lor the 

treatment app lication. Only the conlìgllrations approved by the NPPO should be lIsed 

for actllal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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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of components of the dosimetry system 

All components of the dosimetry system should be calibrated according to documente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recognized by the NPPO 

should assess performance of the dosimetry system. 

Dose mapping 

Dose mapping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fully charactcrize the dose distribution 

within the irradiation chambers and commodity, and demonstrate that the treatment 

consistently meets the prescribed requirements under defined and controlled conditions 

Dose mapping should be done in accordance with documente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The information from the dose mapping studies is used in the se lection of 

locations for dosimeters during routine processing 

Independent dose mapping for incomplete (partially-tìlled) as well as first and last 

process loads is required to determine if the absorbed-dose di stribution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 routine load and to adjust the treatment accordingly. 

Routine dosimetry 

An accurate measurement of absorbed dose in a consignment is cri tical for 

determining and monitoring efficacy and is part of the verification process. The 

required number, location and frequency of these measurements should be prescribed 

based on the specific equipment ‘ processes ‘ commodities. relevant standards and 

phytosanitary requirements. 

Approval of Facilities 

Treatment facilities usi ng radioactive isotopes as a source should be approved by 

relevant nuclear regulatory authorities wherc appropriate . E-beam and x- ray racilitics 

do not use radioactivc isotopes as a source of ionizing energy and may be regulated 

by another allthority (e.g .. Dcpanment 01’ Ilealth). Treatment 띠cilities should also be 

subject to approval (qualilìcation. certifìcation or accreditation) by the NPPO in the 

cOllntry where the làcility is located prior to applying phytosanitary treatments 

Phytosanitary approval should be based on a common set 01‘ criteria plus those 

specific to thc s ite and commodity programmes 

Phytosanitary re-approval should bc donc on an appropriate regular basis. Documcntcd 

dose mapping should bc donc lòllov‘ ing repairs. modilìcations or adjustments in 

cquipment or processes that aflèct the absorbed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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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tosanitary System Integrity 

Confidence in the adequacy of an irradiation treatment is primarily based on 

assurance that the treatment is effective against the pest(s) of concern lInder specific 

conditions and the treatment has been properly applied and the commodity adequately 

safeguarded. The NPPO of the country where the facility is located is responsible for 

ensuring system integrity, so that treatments meet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llntry 

Efficacy research and dosimetry provide assurance that only effeclive treatmenls are 

lIsed. Well-designed and c10sely monitored systems for treatment delivery and 

safeguarding assllre that treatments are properly condllcted and consignments protected 

from infestation, reinfestation or loss of integrity . 

Phytosanitary security measures at lhe treatment facility 

Because it is not usually possible to vi sually di stinguish irradiated from non-irradiated 

products, treated commod ities should be adequately segregated, c1early identified, and 

handled under conditions lhat will safeguard against contamination and/or infestation, 

or mis identification. 

A secure means of moving the commodity 감om recei ving areas to treatment areas 

without misidentification or ri sk of cross-contamination and/or infestation is essentia l. 

Ap propri ate procedures specific to each faciliηr and commodity treatment programme 

sholl ld be agreed upon in advance ‘ Commodities that are unpackaged or exposed in 

packaging reqllire safegllarding immediate ly foll owing treatment to ensllre that they are 

not sllbject to infestation. reinfestation 0 1' contalllination afterwards 

Packaging prior to irradiation Illay be lIseflll to prevent reinfestation if irradiation is 

done prior 10 export, or to prevent the accidental escape of target pest( s) iJ、 treatlllent 

is done at the destination 

Labeling 

Packages should be labeled with trcatlll ent lot nllmbers and other ident ifying featllres 

allowing the identification of treatlllent lots and trace-back (i.e . packing and lreatlllent 

I"acility identilication and location. datcs of packing and treatment) 

Verilicati on 

Thc adegllacy 01‘ treatlllcnt tàcilitics and processes sholl ld be verili ed throll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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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ing and audit of facility treatment records that include, as necessary, direct 

treatment oversight. Direct, continuous supervision of treatments should not be 

necessary provided treatment programmes are properly designed to ensure a high 

degree of system integrity for the facility. process and commodity in question. The 

level of oversight ShOllld be suffìcient to detect and correct deficiencies promptly 

A cO ll1 pliance agreement ShOllld be prepared between the 떠cility and the NPPO of 

the country where the facility is located. Such an agree ll1ent ll1ay include the 

following elements ‘ 

Docu ll1entation by the Treatment Facility 

The NPPO of the COllntry where the facility is located is responsible for 1l10nitoring 

record keeping and docu ll1entation by the treatment facility and ensuring that records 

are available to concerned parties. As in the case of any phytosanitary treatment, 
trace-back capability is essential 

Documentation of procedures 

Documented procedures help to ensure that commodities are consistently treated as 

required ‘ Process controls and operational parameters are usually established to provide 

the operational details necessary for a specific authorization and/or facility. Calibration 

and quality conlrol programmes should be documented by the facility operator. At a 

minimllm, an agreed written procedure should address the following: 

Facility records and traceability 

Packers and treatment facility operators should be required to keep records. These 

rccords should be available to the NPPO for review. e.g. when a trace-back is 

ncccssary 

Appropriate treatment rccords for phytosanital") purposes should be kept by the 

ilTadiation facility for at least one year to ensllrc traceability 01‘ treated lots. The 

ωcility operator should keep all records lòr e\'ery trcatmen t. Dosimctry records ShOllld 

be kcpt by the treatmcnt 띠cility for at Icast onc l"tdl ycar afler treatmen t. In 1l10S1 

cascs. these records are requircd under othcr authorities ‘ bllt thesc records should also 

be available to thc NPPO lor rcview. Other inlòrmation that ll1ay be reqllircd to be 

rccorded incllldes 

Inspcction and Phytosanit3l) Certilication b} thc N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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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rt inspection 

lnspection to ensure the consignment meets the phytosanitary requirements of the 

importing country should include 

Documentation is checked for completeness and accuracy as the basis for certifying 

the treatmen t. lnspec tion is done to detect any non-target pests. This inspection may 

be done before or after the treatmen t. Where non-target pests are found , the NPPO 

should verity whether these are regulated by the importing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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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lines for Irradiation as a Phytosanitalγ Treatment of 

Grapes, Litchi, Longan, Mango, Mangosteen, and 

Rambutan, in the Asia-Pacific Region 

J>ctcr Leach 

Queensland Department of Primary Industries. Cairns,Australia 

!)eter Follctt 

USDA-ARS, U.S. Pacific Basin Agricultural Research Center, PO Box 4459, Hilo , 

I-lawaii 96781 

Gar)' Luckman 

Consultant‘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Vienna,Austria 

December 2008 

SCOPE 

These guidelines provide technical guidance on the speci fic procedures for the 

application of iO I1lzing radiation as a phytosanitary treatment for reglllated pests 0 1' 

grapes, litchi , longan, mango. mangosteen. and rambutan and associated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lòr irradiation facilities and produccrs 

These gllidelines lòllows lhc fonnal of ISPM No. 18: Gllidelines lòr Ihe Usc 0 1' 

Irradialion as a Phytosanitary Measure (2003) 

In some sections conlenl is reproduced verbalim. whcreas in othcr scc lions conlent is 

modilìed to improve relevance 10 Ihe crops in qllcslion. AI Ihe cnd of Ihe gllidelines. 

speci fic cxporl prolocols. good agricultural praclices‘ qllaranline pesl Iists for Ihe 

crops、 rcqlliremenls tòr preparation 이. commodily risk asseSSlllcnlS are presented 

’‘cfcrcnccs 

GlI idelines /or I’c‘ I risk ol1olysiι 1995. ISPM No. 2. FAO.Rolllc 

ExpO/‘/ ι erlifìcOlilm ‘)"slem. 1997. ISPM No. 7‘ "AO.Rol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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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nternational Plant Proteclion Convention , 1997. FAO ,Rome 

Guidelines .for phytosanitary cerlifìcates, 200 1. ISPM No. 12, FAO,Rome. 

The use o.f integrated measures in a ;,ystems approach for pesl risk management, 

2002. ISPM No. 14, F AO,Rome 

Pesl risk analysis .for quarantine pests, inc/uding ana/ysis of environmental risks and 

Iivingmodifìedorganisms,2004. ISPMNo.II ,F AO,Rome 

Phytosanitary princip/es .for Ihe proteclion o.f planls and Ihe applicalio l1 ν 

phylOsanilary measures in inlernalional Irade , 2006 ‘ ISPM No. 1, FAO,Rome 

G/ossary o.f phylosanirary lerms, 2006. ISPM No. 5, FAO,Rome. 

Backgound 

Ionizing radiation is effective in k.i lling or steri lizing organisms that may contaminate 

and do harm to commodities or ecosystems to which the commodities move. lonizing 

energy can thus be authorized for use in the treatment of regulated pests ‘ Treatment 

may be mandatory , as a condition for the entry or movement of consignments, or it 

may be prescribed, based on the detection of regulated pests in commodities intended 

for transporL 

Alternatively, importers or exporters may voluntari ly subject commodities to irradiation 

treatments in order to prolong their acceptability and desirability (e .g., shelf-life 

extension, sprouting contro l). Irradiation may thlls be a treatment option, or it may be 

the only treatment which is approved for the pest and commodity in qllestion 

As with all mitigation treatments, the objective is to minimize the risk of pest 

introduction through the use of exclusionary ll1easures ‘ The ll1 ini ll1 ization of pest risk 

may be achievεd through the use of treatments that havc an acceptable Icvel of 

etlicacy. Treatments are approved that minimize the impact on the commodity and its 

ultimate use. The purpose of the treatment is to mtnl l1l lZe the pest risk and maximize 

the sa lè ty associated with the movement and use of the com l1lodity. Treatment and 

associated proccdllres are based lIpon science , and are no more restrictive than 

nεcεssary to protect agricllltural health 

The sourcc 0 1' ionizing cncrgy may be gamma-emitling isolopes coba It-60 0 1 

cesiu ll1 - 137 ‘ or ll1achine-generated sources including X-rays 0 1' electron bea ll1s 

Application 0 1' thc trcat ll1cnt rcquires dosill1etry and dose ll1appin김 to cnsurc tha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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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is effective in partic비ar facilities and with specific commodity 

configurations. The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PPO)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facilities are appropriately designed for phytosanit따y treatments. 

Procedures sho비d be in place 10 ensure that the treatment can be conducted properly 

and commodity lots are handled , stored and identified to ensure that phytosanitary 

security is maintained. Recordkeeping by the treatment facility and documentation 

requirements for the facility and NPPO are required , and should include a compliance 

agreement between facility operator and the NPPO stipulating in particular the specific 

requirements for phytosanitary measures 

The NPPO is responsible for the phytosanitary aspects of cvaluation, adoption, and 

use of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measure ‘ To the extent necessary, it is the 

NPPO’s responsibility to cooperate with other national 뻐d intemational regulatory 

agencies concemed with the development, approval, safety and application of 

irradiation, or the distriblltion, use or consumption of irradiated products.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sholl ld be identified to avoid overlapping, conflicting, 

inconsistent or unjustified requirements 

Treatment Objective 

The objective of using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measure is to prevent the 

introduction or spread of reglllated pests. This may be realized by achicving certain 

responses in the targeted pest(s) sllch as 

Phytosanitary uscs of irradiation may a lso inclllde the devitalization of plants (e.g. 

seeds may germinate but secdl ings do not grow; or tubcrs. blllbs or cllttings do not 

sprout). Pathogens may be inclllded as actionablc pests associated with a commodi ty, 

but are not contro ll ed at the radiation doses uscd to control aJ1hropod pests and will 

reqllire alternative miti딘ation I11casllrcs 

Efficacy 

The reqllircd treatment cfticacy should be specifically delìned by the NPPO of the 

il11 porting cOllntry. lt consists of two distinct cOl11 ponεnts 

1 n most cases ‘ 11111ltiplc quarantine pests 11111St be controllcd in a traded cO l11l11odity 

and the rcquired response l11uy ditTer a l11 0ng thc regulated pcsts. Thc radiation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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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d to control the most tolerant qllarantine pest becomes the minimum absorbed 

dose applied to the commodity to enSllre quarantine security 

The statistical level of quarantine security is established by the importing country. 

Commodity treatments for pests requiring a high degree of quarantine security, such 

as tephritid fruit fli es, are common ly referred to as probit 9 treatments. A response at 

the probit 9 level results in 99.9968% efficacy. The required response may be 

mortality, ste rility, or prevention 이‘ maturity. A probit 9 treatment llsually provides 

adequate quarantine security, and deve loping the treatment frequentl y proves to be the 

qllickest and most easily accepted method for overcoming phytosanitary restrictions. 

To achieve probit 9 mortality at the 95% confidence level, a minimum of 93,613 

insects must be tested with no survivors after exposure to the treatmen t. Quantitative 

methods have been developed to calculate the number of test insects and confidence 

limits for other levels of precision and treatment efficacy , with and without survivors. 

Some countries accept quarantine treatment efficacy for fruit flies at 99.99% (at the 

95% confidence level), which is obtained by treating 29,956 (nominally 30,000) 

insects with no survivors. Lower statistical levels of response may be acceptable 

dependi ng on the pest and pest ri sk factors. For countries that do not accept Probil 9 

an accepta ble level of protection is set by the importing cOllntry based on JPPC 

gu ide lines 

Phytosanitary certification 

Certi fication in accordance with the 1 PPC validates the sllccessflll completion 0 1" a 

treatmcnt when required by the importing country. The Phytosanitary Certificate or its 

associated documentation should al least speciflcally identify the lreated lot(s), date of 

treatmen t. the target m ll1l1nllm dose and the verified Dmin 

The NPPO may isslle Phytosanilary Cenilicates based on treatmenl 

in l"ormationprovidedtoitbyanentity (treatment facilities, etc) approved by lhe NPPO. 11 

should be recognized lhal Ihc Phytosanila ry Certificale may reqllire olher inlo rmalion 

supplied 10 veri fy that addilional phylosanitary requircments have also bcen met (see 

ISPM No. 7: Exporl cerl까c“lion .\yslem and I SPM No. 12: ιuide/ine ’ .fi)J 

PhylOsanilwy Cerlifìcales) 

Import inspec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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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etection of pests other than target pest(s) on imports of fruit should be assessed 

for the risk posed and appropriate measures taken, considering in particular the effect 

the treatment may have had on the non-target pest(s). The consignment may be 

detained and any other appropriate action may be taken by the NPPO of the 

importing country. NPPOs should clearly identify the contingency actions to be taken 

if live pests are fOllnd: 

S no action if the treatment is verified by an NPPO to be effective; 

ç action if there is insllfficient data on efficacy or the treatment is not known 

to be effective; 

In case of non-compliance or emergency action. the NPPO of the importing country 

should notify the NPPO of the exporting cOllntry as soon as possible (see ISPM No. 

13: Guidelines(orlhenolificalion(j깨n-complianceandemergencyaclion). 

Administration and docllmentation by the NPPO 

The NPPO should have the ability and resources to evaluate, monitor, and authorize 

irradiation undertaken for phytosanitary pllrposes. Policies, procedures and requirements 

developed for irradiation ShOllld be consistent with those associated with other 

phytosanitary meaSllres, except whcre the llse of ilTadiation reqllires a different 

approach because of llniqlle circumstances sllch as non emergence or sterility rather 

than mortality. 

The monitoring. certificmion. accreditation and approval of facilities for phytosanitary 

treatments is normally lIndertaken by the NPPO 、vhere the f‘acility is located. but by 

cooperative agreement may be llnclenaken by thc NPPO of the impol1ing cOllntry or 

other national authoritiεs 

Memorancla of Understanding (MO lJ s) ‘ compl iancc agreements ‘ or similar docllmentecl 

agrecments between the NPPO and thc trcatmcnt applicator/tàcility shollld be lIsed to 

specify process reqllircmcnts and to aSSllre that responsibilities. liabilities and thc 

consequences of non-compliance arc clearly understood. SlIch clOCllments also 

strengthen the enforccmcnt capability 0 1' thc NPPO if corrective action may be 

neccssary. The NPPO 0 1' the imponing collntr) may establi sh cooperativc approval 

and alldit procedllres 씨 ith thc NPPO 이 the e:\poning count’) to veri fy reqll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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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 NPPO procedures should be appropriately documented and records, including those 

of monitoring inspections made and Phytosanitary Certificates issued, should be 

maintained for al least one year. In cases of non-compliance or new or unexpected 

phytosanitary situations, documentation should be made available as described in 

ISPM NO.13:Guidelines for Ihe nol끼calion of non-compliance and emergency aclion. 

Research 

Appendix 11 provides practical gllidance on undertaking research to develop 

phytosanitary radiation treatments for quarantine pests 

Appendix I 

Requirements for Commodity Pest Risk Assessments 

^ ddrcsses. te lephone and fax nllmbers. and e- mail addresses of the national plant 

protcc tion organization of lhe cOllnlry from which lhe commodily wOllld be exported 

A description and/or map of the specific areas in lhe exporting cOllnlry where the 

commodity is produced 

The scientific narne (including genus ‘ species, and aulhor names) ‘ synonyms, and 

taxonomic c1 assification of the commodity 

Idenl ificalion of the particular planl 0 1' planl part (i.e. fruil , leaf, root, entire planl, 
etc.) and any associated plant part proposed for importalion 

The proposed end use 0 1' the imporled commodily (e.g., propagalion, consumption, 

milling, decorative, processing, elc.) 

The monlhs of the year when lhe commodity would be prodllced. harvested , and 

cxported 

Detailed information as to the projecled quantily and weighl/vo lume of lhe 

proposed importation, broken down according to varielics where app li cable 

Melhod 01‘ shipping in inlernalional commerce and under 에lat condilions. 

inclllding type of conveyance. and type. size, and capacity 0 1' packing boxes 

and/or shipping containers 

Scientilïc name (inclllding genlls ‘ spec ies, and allthor na ll1es) and taxono ll1 ic 

c1 assi fication of arlhropods. fllngi. bacteria‘ ncmatodes. virllses. viroids. mollusks ‘ 

phytoplasmas. spiroplasll1as. etc ‘ attacking the crop 

Plant part attacked by each pes l. pest lilè stagcs associatcd 、νilh cach plant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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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ked, and location of pest (in, on, or with commodity) 

Overview of agronomic or horticultural l1lanage l1lent practice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mmodity. including methods of pest risk mitigation or 

control programs 

Identitication of parties responsible for pest l1lanagement and control 

It is helpful to also provide as much of the following information as possible to 

assist in preparation of the pest risk assess l1lent 

APPENDIX 11 take from IPPC 

Irradiation Research Methods for Postharvest Control of Quarantine 

Insects 

Inlroduction 

World trade in agricultural com l1lodities continues to grow. As agricultural trade is 

increasing, the risk of introducing exotic insects into new areas where they may 

become plant pests will increase. The establishment of new pests can be costly due 

to increased crop damage, control progra l1l mes. and quarantine restricto in on trade 

Quarantine treat l1lents or syste l1ls eliminate‘ sterild quaor kill regulatory pcsts in 

exported cO l1l modities to prevent their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into new areas 

As exclusion is the goal 10 1' quarantine pcsts‘ the tolerancc 1‘0 1' the pcst in the 

cO l1ll1lodity is essentially zero (Follett and Neven ‘ 2006) 

Quarantine or phytosanitary treatments such as heaL cold. irradiation. 뻐d fumigation 

disinfest host commodities 01‘ insect pests belore thcy are exportcd to areas where thc 

pests do not 0ζcur. Whereas develop l1lent 이‘ hcat‘ cold ‘ and fumigation trcat l11cnts 

invo lves generati ng data 10 1' each cO l1ll11odity and pcst combination ‘ irradiation 

trcat l11cnts are developed for a pest spec ies irrespcctive of the Ih川 01' vegetable host 

This is possiblc because ionizing radiation pcnClrales cO l11l11 odilies quickly V. ilh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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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the commodity ’ s temperature , and most commodities can tolerate irradiation 

at doses that control the pest (Morris and Jessup, 1994, Thomas, 2001). Developing 

heat, cold and fumigation treatments, on the other hand, involves fìnding a balance 

between killing the pest and minimizing the adverse effects of the treatment process 

on commodity quality (Paull, 1994, Wall 2008). 

Unlike other disinfestation techniques, irradiation does not need to kill the pest 

immediately to provide qllarantine secllrity , and therefore li ve (bllt sterile or not 

viab le) insects may occur with the exported commodity making inspection for the 

target pests redundant as a confirmation of treatment application and efficacy. This 

places an added level of importance on the certifìcation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irradiation 띠cilities and proper docllmentation accompanying export 

shipments confirming treatment at approved doses 

It also places an added responsibility on researchers to ensure thal the minimllm 

absorbed dose approved for each quarantine pest has an adequate margin of safety 

Irradiation technology is not universally accepted as a phytosanitary lreatment (Folletl 

and Neven , 2006). For example, Japan, Taiwan , and the European Union have not 

approved the use of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treatment 

However,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measure is now approved internationally by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FAO, 2003), and may provide an 

alternative for replacing current treatment methods. Herein, severa l recent 

developments in the application of irradiation and risk management are discussed that 

should εxpand the use of the technology worldwide and facilitate trade in agricultural 

commodities. particlllarly fresh commodities 

Radio-lO lerance o( insecls 

Arthropod grollps vary in their tolerancc to irradiation. Among insects. Diptera (flies) , 

Colcoptera (beetles) , ]-Iemiptcra (trlle bllgs) tend to be less radiotolerant than 

Lcpidoptera (moths and d dterflies), althollgh thcre is cO l1siderablievariation among thc 

spcc ics that havc been tested ievain lhese groups (I lallman. 2000 ‘ B lri elC/l.. 2005). 

Estiß les for Ilemiptcra (scales‘ mea1ybllgs. aphids and whitcflies) and Thysanoptera 

(lhrips) are based on a small 1111mbcr 이‘ sllldies 

Two 01‘ the most radiotolerant insects are lhc 1ndian mea1 mOlh , Plodiail1lel]JLll1clell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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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Angollmois grain moth, Sitrolrogacerealellα bOlh stored prodllcts pests 

(Ahmed, 2001 , 19nalowicz, 2004). The An gOllmoisgrainm othre prodllced at 500 bllt 

not 6000y (l gnalowicz, 2004). Most insects are controlled at doses below 300 Oy 

Several species of mites have been tested and Ihey appear to be relatively lolerant of 

ionizing radialion . Few sllldies have condllcted Ihe large-scale validalion lests needed 

to confirm the efficacy of an irradiation dose predicted to give 100% mortality 

(disc lIssed below) 

Mefhodology for developing irradialion quaranfine freafmenfs 

The goal of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treatment is 10 provide qllarantine secllrity 

for any reglllaled pesls residing in or on the exported commodily. This is mOSI often 

accomplished by prevenling developmenl 10 Ihe reproductive stage or slerilizing the 

reproduclive stage of the insect 

lf mllltiple species on a commodity are reglllated pests, irradiation studies begin by 

comparing the tolerance of the quarantine pests, then, in-depth studies focus on the 

most tolerant stage of the most tolerant species. to arrive at a single dose providing 

quarantine security for the commodity 

Typically the most advanced developmental stage of the insect occurring in the 

commodity is the most IOlerant when the goal is preventing adult emergence or 

reprodllction. The most advanced stage may be the larva (or nymph), pupa, or adult 

When larval development is completed in the hosl bllt the insect pupales outside Ihe 

host. irradiation is applied to prevent adult emergence. In Ihe case of tephritid fruit 

flies. prcventing adult cmergence is Ihc dcsired response required for regulatory 

purposes bccause it prevents the emergence 01' adult flies that could be trapped and 

trigger regulatory aclions. despite being stcril e. When the insect pupates in the host. 

preventing adult emergence may be diftìcult so adult slerility is the goal 

Often adults occur with the commodity (e.g. Folle t1. 2006a) 씨Ihen thc adult stage 

can occllr in the cO l11 modity and is the most IOlerant stagc ‘ the measllre of treatment 

eftìcacy is the level of sterility. For sex lIally reproducing spec ies‘ steril izing one sex 

l11ay be suflicient to prevent reproduction but both sexes must be sterili zed if maling 

status is lI nkno、νn as is uSllally thc casc. Males are often bllt nol always 1110re 

tolerant than fC l11 alcs. Rcciprocal crosscs bctwcen irradiatcd and control malc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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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ales at several sub-sterilizing doses are useful 10 determine the more tolerant sex 

(Follett and Lower, 2000) 

[n large-scale validation tests, males and females should be mated before treatment 

and females should have begun ovipositing. Afìer irradiation treatment, surviving 

males and females are combined and allowed to mate and reproduce to deterrnine the 

successto mate dose. Adult females irradiated at a sterilizing dose will often oviposil 

(particularly matey were gravid It feirradiated) but eggs will not hatch or hatching 

neonates do not develop (Follett and Taniguchi 2007). With asexual speciesmate 

female is the focusto mall lests. In rare cases irradialed insects will recover so iadiat 

iortant to continue tests until all insects have died . 

Many insect species have life history attributes that complicate testing methods. For 

example, diaspidid sca le insects are sessile (attached to the plant) and long- Iived, and 

so experiments must use host material (e.g. pumpkin) that does not deteriorate after 

irradiation treatment and before the insects die (Follett 2006 b,c) . Some species 

require live host material 10 survive. 

The long-lived semi-sessi le coccid scale, green scale (Coccusviridis) only survives on 

live host malerial such as gardenia, coffee and hibi scus, which complicates testing 

since irradiation treatment causes rapid plant deterioration (Haraetal. , 2002). 

Diapausing and non-diapausing strains of insects may have different tolerances to 

radiation, and may rεqllire differenl bioassay methods (Hallman, 2003). 

To determine the most tolerant stage for a species, all stages are treated with a range 

of irradiation doses. Generally fi ve doses shollld be se lected and five replicates of at 

leasl 30-50 insects shollld be used. ln some cases a single diagnostic dose is lIsed to 

separate tolerancc among stages or spec ies. The ideal diagnostic dose causes only 

moderate mOl1ality in thc stage or spccies predicted to be most toleran t. This 

improves thc chances that stati slical tests can be lIsed to scparate mean responses 

among grollps 

Tests shou ld bc dcsigned with the biology 0 1" thc insect in mind, and insects should 

always be testcd in thc commodity of interest if possible. For cxamplc. pupae may be 

inhercntly more tolerant 01‘ irradiation than larvae but because they on ly occur at the 

su I"lace 01‘ the 1Ì"Llit they ll1ay be casicr 10 sterili zc than larvae that I"ecd at the cent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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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fruit where hypoxic conditions exist (low oxygen can increase radio-tolerance) 

(Follett and Armstrong. 2004. Hallman, 2004) 

1 f artificial inoculation is used ‘ insects should be placed where they occur naturally or 

allowed time to redistribute to preferred feeding sites in the commodity. Dosimeters 

should be placed where the insects occur to accurately measure absorbed doses 

Once dose response tests are completcd. large-scale tests are conducted with the most 

tolerant life stage at a dose predicted to cause 100% mortality. The dose determined 

to provide quarantine security from testing large nllmbers of insects is often higher 

than that predicted from small-scale dose response tests to give 100% mortality. 

Insects are irradiated in the commodity after inoclllation with a known nllmber of 

insects or in natllrally infested host material 

For intemal feeding insects naturally infesting the commodity , the nllmber of viable 

insects treated is estimated by the nllmber of insects sllccessfully emerging in paired 

samples of lIntreated controls. Untreated control insects are always included in tests 

with irradiated insects so that mortality can be adjllsted for natllral variation and to 

guard against changes in experimental conditions over the course of testing that cause 

higher than normal mortality 

While control mortality 르 20% is desirable , higher mortality may be normal when 

using wild insects and natllrally infestcd commodities. For poor hosts , control and test 

insects may be inserted into the host for treatment then transferred to diet to 

maxi l1l ize the chance of survival 

Probit analysis is the standard I1lcthod to evaluate dose response data , but othel 

models (e.g. logit) shollld be used if they provide a bettcr fit to the data (Robertson 

elal ‘ 1994).These analyses are used to compare radi이olerance among 1 i festages or 

specles‘ and to hclp ide l1 t이! a target dose for large-scale testing. Covariance analysisis 

a l1 altemative to compare response among stages or between species. Covariance 

analysis reqllires the slopes of the regression lines fitted to each grollp lO be parallcl ‘ 

so the test of parallelis l1l (l1onsignilìcant stage or species by c\ose intcraction effect) is 

tesled before cO l1lparing stage or species cfTects (e.g. Follett and Ar l1lstrong‘ 2004) 

As l1lentionec\. lhe actllal dosc to achieve qllarantine secllrity at a givcn level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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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lsion may exceed the dose predicled from small-scale dose response lesls. F 01' 

example, Ihe dose predicted 10 prevent emergence of adult melon l1 ies Irealed es 

Irpaya from dose response data was 90 Gy (0 survivors es 900 tested insecls) 

(Follett and Armslrong, 2004); however, subsequent large-scale tesling at 120 Gy 

resulted es 1 survivor out of 50,000 treated third instars and several partially emerged 

pupae. Increasing the dose for large-scale testing to 150 Gy resulted in 0 survivors in 

96,700 treated insects and no partial pupal emergence (Follet1 and Armstrong, 2004) 

This demonstrates the need for large-scale testing to verify a dose 

Accurate dosime띠 is critical to the success of insect irradiation studies. The objective 

in research is to minimize the dose uniformity ratio (OUR) (also called the 

Dmax:Dmin ratio), thus reducing variation in dose response tests. This allows the 

researcher to more accurately pinpoint an efficacious dose without excessive overkil I. 

The maximum dose measured during large-scale testing becomes the minimum dose 

for a treatment (Heather, 2004). Oose rate decreases with the square of the distance 

from the source (e.g. if distance from source is doubled, dose rate decreases by a 

떠ctor of 4) 

Small sca le research irradialors such as Ihe Gammacell 220 types (M DS Nordion, 

Canada) have a small radiation chamber volume and hence all locations in the 

product during irradiation area short distance from the source and DUR scan be 

minimized (typically< I.2). It is generaIIy accepled thal large-sca le com l1lercial 

irradiators are not useful for conducting dose response research because of high 

DURs, sometimes in Ihe range of 3: 1. High DURs are Ihe result of producl volume 

and densily, nol the size of Ihe irradialor 

When using com l1lercial irradiators for research applicalions. DURs can bc minimized 

by presenting producl 0 1' minimal deplh (e.g. indidedual fruils) and irradiatiations, 

product in a forward then reverse orientation. For example, Foward then reversε o 

(2004) irradiathen ruitn Iy larvae in papayas at a commercial x-ray I'acility using an 

electron linear accelerator (5 MeV ‘ model TB-5/ti. SureBeam Corp. , 

SanDicgo‘ Californialiono 11l1nl l1l 1Ze thc DUR. infesthen ruitnwers,placcd upright in 

plastic tubs in a sing le I'OW perpendicular to Ihe bcam 

I)osc mapping de l1lonstrated thal doses wcrc sOl1lc timεs lowcr ncar thc sicI cs ancI 1100l 

이‘ Ihe metal carrier. 50 thc tubs with I'ruit werc eIevatcd by placcmcnt 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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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board box and positioned in the exact center 01' the carrier ‘ Each carrier passes i n 

front of the beam in a forward then reverse orientation. DURs in this study were 

consistently < 1.2 (Follett and Armstrong, 2004) ‘ 

Probif 9 frealmenlS 

The qllcstion always arises: How many insects mllst be tested dllring research to 

demonstrate that a treatmenl provides quarantine security? Flltllrc trade between 

countries in a commodity that is potentially infested by a quarantine pesl can be 

slowed by the lack of a standardized research pr이ocol for developing a quarantine 

lreatment or system. The exporting country muSl often initiate research on a crop or 

quarantine pest without full knowledge of the commilment of time and resources 

involved because the importing country has not published or explicitly outlined a 

research protoco l. The number of insects 10 treat in dose-response and large-scale 

validation tests and other research requirements can vary dramatically depending on 

lhe pest, the crop, and the country 

In the U.S, post-harvest commodily trcatments for pests requlring a high degree of 

quarantine security are commonly referred to as probit 9 treatments. The reference 

originates from the statistical melhod (probit analysis) used for deriving the dose 

-response relationship. A response at the probit 9 level reslllts in 99.9968% effìcacy 

The required response may be mortality, sterility‘ or prevention of matllrit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비tllre (USDA) has used 99.9968% effìcacy as 

the basis for approving I11any quarantine treat I11ents, particlllarly for tephritid frllit 

nies. A probit 9 treatmcnt llsually pro、얘es adeqllate quarantine security. and 

developing the treatment frcqllcntly provcs to be the qllickcst and most easily 

acccptcd method for overcoming phylosanilary restrictions (Follett and Neven. 2006). 

To achieve probit 9 mortality al lhc 95% confìdence leve l. a 1ll1J11mUIll of 93 ‘ 613 

inseclS Illust be tested with no surv ivors afìer exposure to the treatmcn l. Qllantilative 

methods have been developed 10 ca \culatc thc nUlllber of test insects and conlìdence 

limits for other levels 01‘ precision and lrealmCnl c l1ì cacy. ιith and witholll survivors 

(Couey and Chew‘ 1986) ‘ 

Althollgh probil 9 testing see I11S likc a comf0l1able level of sa l"cty. givcn a highly -

inrestcd commodity or a high enollgh VOlll I11C 01 ’ infested cO I11 modity iI11 pOrlS‘ c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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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it 9 security could be overwhelmed (Mangan elal. , 1997, Powell , 2003). Other 

countries (Japan, Australia, NewZealand) accept quarantine treatment efficacy at 

99.99% (at the 95% confidence level), which is obtained by treating 29,956 insects 

with no survivors (Couey and Chew, 1986). Japan requires a total of 30,000 

individuals in 3-4t디als (Sproul, 1976), NewZealand requires three replicates of 10,000 

test insects, and Australia accepts acumulative total of 30,000 treated insects with no 

survivors (Heather and Corcoran, 1992). 

Allernalive approaches 

In certain cases, less-than-probit 9 nU l1l bers of insects l1lay be acceptable during 

quarantine treatment develop l1lent if the potential econo l1l ic and environ l1lental il1l pact 

of the pest should it be introduced is low 

For exal1lple, irradiation treat l1lent with a dose of 300 Gy was accepted for the 

l1lango seed weevil, Slernochelusmangiferae (F.) by An il1lal and Plant Health 

Inspection Service, USDA(USDA-APHIS , 2002) , a 11l0nophagous pest of mangos, 

based on evidence for the weevil ’ s limited potential impact on U.S. agriculture 

(Follett and Gabbard, 2000), and cumulative data fro l1l several studies with a few 

thousand insects showing prevention of adult emergence fro l1l the fruit at thi s dose 

and sterili zation at lower doses (Seo el al., 1974, Heather and Corcoran, 1992, 

Follett, 200 1). 

Irradiation negatively affects coml1lodity quality in sO l1le cases. Lowering the 

irradiation dose l1lay reduce the undesirable elTects on the cO l1ll1lodily. Landolt 

e!T e( 1984) pointed out thal the the undestandard l1lay be tooestringent lor 

commodilies lhal are rarely inlhe irrlityre polithosts, and hence a less severe 

post-harvesl treatl1lent mn slestill thvide quarantine sirable . The less- lhan-probil 9 lit 

yllernali ve al are rarely inthe pproach e asures ri ske s the theabil qualf a I1l menl m 

pair lititiroductive y inthe pp survivy g in a shipment. 

This will be a function of many biologica l. operational , and environmental factors 

(Vai l e lαl ‘ 1993 , Yama l1l ura and Katsul1lala, 1999‘ Folletl and Neven. 2006). The 

l1lalll quanlilalive argll l1lenl 1"0r deviating fro l1l probil 9 trcatment efficacy is 10w 

inf능slalion rate of the cO l1ll1lodity, reslI lting lì'o l1l poor host status, early harvesling‘ 01 

effecti ve prc-harvesl pesl s lIppress ion 

A nU l1l bcr 01‘ quarantine pesl-co l1lll1odily sysle l1ls arc al1lcnable to thc less-than-pro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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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approach (Liquido ela/. , 1995 , Follen and McQuate , 2001). For example, nectarines 

are an inherently poor host for codling moth, Cydiapomone/la(lι ) . Only three live 

codling moths (larvae) were found infesting 326,625 packed nectarines sampled from 

packinghouses in the San Joaquin Valley of Califomia for an infestation rate of 9.2 x 

10안Curtisela/. ， 1991). In an average shipment of 16,000 kg (89.600 fruits) , the 

probability of one or more mating pairs sllrviving after a probit 9-level quarantine 
-10 treatment is 1.7 x 10 

The actual mortality level required from a quarantine treatment to prevent a mating 

pair of codling moths in a single sh ipment 이‘ nectarines with 95% confidence is 

77.74% (probit 5.65). Hypothetically, if 100 shipl1lents arrived at the same location 

the probability of one or more codling 11l0th mating pairs surviving in nectarines after 

a probit 9-level quarantine treatment is still extremely small (1.7 x 1O-6) .I n thi s case, 

a probit-9 treatment provides a high level of overkill and a less severe treatment 

l1l ight be developed that provides adeqllate quarantine security while minimizing any 

negative effects of the treat l1lent on commodity qllality 

Low infestation rate at harvest can also be the result of effective pest management 

before harvest and/or the harvest of climacteric fruit (those that continlle to ripen 

after harvest) at a less susceptible or non-preferred l1laturity stage. An additional 

advantage to lIse of the less-than-probit 9 approach is that fcwer insects may be 

needed during research to develop quarantine treatments, which would make new 

treatments available on a more timely basis (Follett and McQuate, 200 1) 

The less-than-probit 9 approach fits with the systems approac h where mllltiple 

procedures arc lIsed to cumlllatively provide qllarantine security while l1laintaining 

qllality in a comlllodity that is sensitive to a particular qllarantine treatment (Jang and 

Moffit t. 1994). For example ‘ a less-than-probit 9 irradiation dose for a rruit ny might 

be part of a systems approach that inclllded elTcctive pesl sllppression in the crop‘ 

poor host status, fruit clltting and inspection_ limited distriblltion period (winter 

Illonths), and lilllited geographic area for distriblltion (i.e. to non-!"rllit ny supporting 

areas). 

Ceneric irradialion doses 

A generic trcatment. a single treatment thal contro ls a broad grollp 0 1" pests 、、 ithollt

alTecting the qllality of a widc range 01‘ commoditics. is the 1I1timatc discovcry sOll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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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ler by quarantine entomologists, albeit seldom found. Most quarantine treatments are 

developed for one pest and one commodity at a time, and research may take several 

years 

Generic treatments for broad groups of pests and commodities accelerate the research, 

shorten treatment development, and save resources. Irradiation is the ideal technology 

for developing generic treatments becallse radiation- from an isotope sOllrce sllch as 

cobalt-60. or x-rays--penetrates frllit easily and is effective against insects at doses 

that generally do not lI1Jure the commodity. 

A generic treatment for a group of insects could be applied at many taxonomic 

levels, e.g. to all Diptera (flies), or to flies in the family Tephritidae (fruit flies) , or 

to tephritid fruit flies in the genlls Baclrocera. A generic irradiation dose is 

recommended after inforrnation has accumulated on effective quarantine irradiation 

doses for awide range of insects with in the tax on or for the important economic 

pests within the tax on(Follett and Neven, 2006, Bakri and I-Iendrichs, 2004) ‘ 

The rationale is that related species are likely to be similar in their radio-tolerance, 

and therefore data for a limited number of species can be extrapolated to other 

related species 10 arrive at a generic dose. Before a generic treatment can be 

recommended, inforrnation is needed on effective irradiation doses for a wide range of 

insects within the taxon or for the important economic pests within the taxon. 

Recently, generic irradiation treatments were approved for the fìrst time. On January 

27 ‘ 2006 ‘ USDA-API-IIS approved generic doscs of 150Gy for tephritid fruil flies and 

400 Gy 10r all insects except pllpa and adult Lepidoptera (USDA-APHIS, 2006). The 

rlllc also included lower doses for a nllmber of well-studied quarantine insect species 

(Table 2) . The generic and specifìc irradiation doses apply to all agricultural 

commodities. The generic dose for tephritid frllit Il ies of 150 Gy was based on data 

lor 17 species of Anaslrepha, Baclrocera. Ceralilis, and Rhagolelis fruitflies (l-Iallma l1 

a l1d Loaharanu ‘ 2002, Follett and Ar l11strong. 2004). 

The delàult dose of 400 Gy lor all il1sects except pupae and adulls of Lepidoplera 

\\'as recommended after crilical analysis of the lileralure (Follett and Ilall l11an 

lInp lI blishcd rcporl). The defalllt c1 0se was lìrsl lIsed 1‘or sweel pOlatoes exported from 

Il a 、μúi 10 lhe U.S. mainland. Wilh defàllll dose approach , a l1 irra c1 ialio l1 dose is se l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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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pper limit of what is believed to control the insect groups that infest 

acommodity without specific data for the quarantine species 

A default dose of 400 Gy was used for Hawaiisweetpotato(USDA-APHIS, 2004) until 

research later demonstrated that 150 Gy was suffic ient (Follett. 2006a). NewZealand 

prepared a rule 10 allow import of tropical fruits from Australia using generic 

irradiation treatments of 150Gy for fmitllie s, 250Gy for other insects, and 300Gy 

formites (Corcoran and 씨fadc\e ll ， 2003). Any country negotiating trade in a fresh 

fruits and vegetables with the U.S. can use the generic irradiation treatments, and 

adoption 01' these or othcr generic irradiation doses for tephritid fruit Il ies and other 

insect groups by other countries is anticipated 

The generic irradiation doses can be lowered for specific pests and commodities if 

this is practicaL For example, papayas exported from Hawaii to the U.S. mainland are 

routine\y irradiated at a minimum dose of 400 Gy to control white peach scale 

(Pseudaulacaspispenlagona)in addition 10 fruit Il ies because no inforrnation was 

available the radiotolerance of this scale 

Recent studies demonstratec\ that white peach scale is controlled at 150 Gy (Follett, 

2006c). Hence, an irradiation treatment with a mllllmum absorbed c\ose of 150 Gy 

should provide quarantine sccurity for whitc peach scale in addition to fruit Il ies on 

exported papaya. Lowering lhe dose will significantly reduce costs of trealment anc\ 

increase capacity of the treatment facility 

The availability 0 1" generic dose treatments makes irrac\ iation an attractive option 

compared wilh other quarantine treatments. Developing irrac\ iation treatments lòr 

taxonomic groups or guilds 0 1" insects and groups of commoditics rathcr than lòr 

individual pests and commoc\ ilies helps avoid unnccessary rcsearch. and regulatory and 

trade bottlcnccks. Generic irradiation treatmcnts will accelcrate Ihe approval of 

irradiation quarantine treatmC I1lS lòr speci lic crops anc\ cxpedite new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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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수정 ·보완요구사항 반영내용 요약 

| 척용 
페이지 l 수정보완요구사항 

1. ‘방사선조사 검역처려 표 
- ‘방사선 조사 검역처리 표준지칩서(안)’ 

은 다양한 국제기준 및 규정을 토대로 국 
준지첨서(안)’에 대한 구체 p. 75 

내 실정 에 부합하도록 작성 하였음 
적인 설명 및 근거자료를 - 86 

- 보고서에 작성한 표준지칭서(안)의 부 
보완요망 

연설명 자료 및 근거를 수정보완 하였음 

2. ‘방샤션조사 검역처리 표 

준지침서(안)’에서 1 kGy 이 - 보고서 에 작성한 ‘표준지침서(안)’은 과 

하의 저선량 방샤션조사를 생류 검역을 위한 방사션 조사선량으로 

한계치로 정하고 았으나， 다른 식품류의 방사선 조사를 위한 허가 

WHO/lAEA!FAO에서 10 선량은 풍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p.77 

kGy 야 하까지 허용하는 바， - 장기의 내용을 ‘표준지침서(안)’에 부가 

1 kGy 기준설정에 대한 사 적인 해설을 추가로 삽업하였음 

유툴 제시 요망 

3. 연구원의 파견 · 출장과 해 - 연구원 해외파견 빛 해외과학자 초빙을 
p. 138 I 

외과학자 초맹을 통해 업수한 통해 업수한 방사선 식풍검역 관련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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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청부 요망 정보자료를 첨부(부록 N)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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