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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기술 이용 간 식품(사료)의 곰팡이  독소 제어에 한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사료산업체  축산농가에서 동물사료의 오염은 가축의 질병을 유발하고 이를 

섭취한 인간의 건강에도 향을 끼치며 나아가 생산성  수익을 감소시켜 국가

의 경제 산업  손실을 가져온다. 이러한 문제 을 극복하기 해 미국 등의 선

진국에서는 동물사료  곰팡이의 살균을 해 방사선기술의 사용을 법 으로 

허가하여 실용화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 식품인 사료의 생화  안 공 /보존을 해 화학약품 처리

에 한 체 기술 개발을 목표로 방사선 기술을 용하고자 하 다. 먼  방사

선 조사에 의한 해 곰팡이독소 생성 제어  독소 괴효과를 조사하여 최

방사선 용기술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종축용, 실험동물용 사료를 안 공  함

으로써 사료업계의 생산성 증 는 물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 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 1차년도: 곰팡이 분리, 배양 기술 확립  포자 탁액 제조와 곰팡이독소 검지 기

술 개발 (방사선원별, 에 지 수 별 조사에 따른 해곰팡이 생육 해 효과 확인)

∙ 곰팡이 분리  배양 기술 확립

∙ 곰팡이 포자 탁액 제조

∙ 곰팡이독소 검지기술 확립 (효소면역분석법; ELISA, 기기분석법; HPLC, 

LC-MS/MS)

□ 2차년도: 방사선원별, 에 지 수 별 조사에 따른 해곰팡이의 독소생성 

제어, 독소 괴  분해 효과 확인

∙ 방사선원별, 에 지 수 별 조사에 따른 곰팡이독소 생성 해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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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원별, 에 지 수 별 조사에 따른 곰팡이독소 분해  괴효과 확인

□ 3차년도: 사료의 안 공 을 한 방사선조사 최 조건 확립

∙ 사료 종류별 방사선 조사의 최 조건  혼합곰팡이독소에 한 최  방

사선 조사량 확인

∙ 시 사료에 한 방사선 조사 효과 확인

∙ 방사선조사 기술을 이용한 사료 공정의 최 조건 확립

Ⅳ. 연구개발결과 

1.  사료 속 곰팡이  곰팡이독소를 상으로 방사선 조사에 한 감수성을 확인

하기 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법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법을 개발하 고, 재확인  확증분석을 한 

liquid chromatography combin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LC-MS/MS)

법을 확립하 다. 개발된 ELISA법의 검출한계  정량한계는 각각 0.05와 0.1 

ng/mL 으며, HPLC법의 경우 각각 0.4 와 1.0 ng/g 으로 나타났다. 임의로 

곰팡이독소를 오염시킨 시료를 ELISA와 HPLC로로 분석하여 회수율을 확인한 

결과 ELISA의 경우는 84.3～102.68% ± 0.89～8.52%, HPLC법은 91.8～ 98.1%

로 확인되었다. 한 ELISA와 HPLC법에서 양성으로 확인된 시료를 상으로 

상으로 LC-MS/MS법으로 재확인한 결과 0.9990～0.9998 범 의 정의 상

계(R2)가 성립하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개발된 ELISA법과 HPLC법은 실

제 시료 속의 곰팡이독소를 분석하는데 효과 인 분석법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방사선원별, 에 지 수 별 조사에 따른 해곰팡이의 독소생성 제어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사료에 존재하여 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Aflatoxin 

B1(AFB1), ochratoxin A(OTA)  zearalenone(ZEA) 생성 곰팡이를 상으로 

곰팡이 포자 탁액을 각각 조제하 고, 곰팡이의 생육  독소 생성을 해하

는 최소의 방사선량을 확인하 다. 그 결과 AFB1과 OTA 생성 곰팡이 포자

탁액은 5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량에서, ZEA 생성 곰팡이 포자 탁액은 

7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에서 각각의 생육이 완벽하게 해되었다. 한 방

사선원별(gamma ray, electric beam), 에 지 수 별 조사에 따른 곰팡이독소 

분해  괴효과를 확인하기 해 동물사료에 임의로 곰팡이를 오염시킨 후 

방사선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감마선 조사와 자선 조사 모두 거의 동일한 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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팡이생육 해  곰팡이독소 괴 효과를 나타내었다. AFB1, OTA 생성 곰

팡이는 3 kGy, ZEA 생성 곰팡이는 5 kGy의 선량으로 사료 속 곰팡이를 

해할 수 있었다.

3.  사료의 안 공 을 한 방사선조사의 최 조건을 확립하기 하여 시 에 

유통되는 쥐, 개  돼지 사료 등 3종의 사료에 한 최  방사선 조사를 확

인한 결과 7 kGy 감마선 조사로 3종의 곰팡이독소 생성 곰팡이 생육을 완

히 해할 수 있었다. 한, 사료 속에 2종과 3종의 곰팡이가 동시 존재 시 

생육을 해할 수 있는 최소 감마선 조사량도 7 kGy로 확인되었다. 확인된 

방사선 조사 최 조건을 이용하여 시 되는 3종의 사료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6개월간 장하면서 곰팡이 생육변화  곰팡이 독소의 생성여부를 확인한 

결과 쥐, 개  돼지 사료 모두 7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3종의 곰팡이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곰팡이의 생육  

독소 생성이 억제된 것으로 단되며, 사료 생산에 있어 7 kGy 이상의 방사

선 조사하여 한 장 조건하에서 생 으로 리된다면, 사료 속 곰팡이

의 생육  독소생성을 충분히 해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기 효과

□ 사료내의 곰팡이독소 제거로 사료의 장기보존 안 성 확보

□ 사료의 오염으로 인한 손실을 방할 뿐만 아니라 사료를 직 으로 섭취

하는 가축의 질병 방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가공식품에 안 성 부여

□ 사료 의 항 양인자 제거에 의한 간 식품의 양학  품질 증강

□ 안 한 제품 제조를 한 HACCP 등의 품질 리 시스템에 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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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Studies on the control of mold and its toxin in indirect foods (animal feeds) 

by radiation technology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ontamination of fungi in animal feed of feed industry and livestock farms 

causes the disease in animal and the animal feed with the contaminated mold 

and its toxin also affects the health of human. Additionally, it reduces the 

productivity and profitability that cause the country's loss of economic and 

industrial.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several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have legally approved the use of radiation 

technology to sterilize fungi on animal feeds. However, the radiation 

technology is still unavailable in Korea. Therefore,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apply optimal irradiation for hygiene of indirect foods (animal 

feeds) and safety supply/retention. First, we established the optimized 

radiation technology by determining the inhibition of growth of fungi and 

production of toxin in feed treated with irradiation of gamma rays. We used 

the optimized technique to produce safety feed for breeding stock and 

experimental animal and would like to apply this technique to improve the 

productivity of feed industry and national health.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 First year: Establishment of methods for the isolation and growth of 

fungi, preparation of fungi spore suspension, and development of 

detection methods for mycotoxins. 

∙ Establishment of methods for the isolation and growth of fungi

∙ Preparation of fungi spore suspension

∙ Development of detection methods for mycotoxins (ELISA, HPLC, and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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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ond year: Determination of the effect on the production inhibition, 

disintegration, and degradation of mycotoxin by different radiation 

source and level 

∙ Determination of the inhibition effect on the production of mycotoxin 

by different radiation source and level

∙ Determination of the effect on the disintegration and degradation of 

mycotoxin by different radiation source and level

□ Third year: Establishment of the optimal conditions of gamma-irradiation 

for supplying the safety feeds

∙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condition of gamma-irradiation for 

different feeds and cooccurance of three fungi.

∙ Confirmation of the effect of optimal condition of gamma-irradiation 

for commercial feeds.

∙ Establishment of the optimal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feed 

using gamma-irradiation

Ⅳ. Result of Project

1.  For determining susceptibility of the hazard fungi in feed to radiation, we 

developed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nd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with mycotoxin free feed and 

reconfirm liquid chromatography combin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 

(LC-MS/MS) method for the detection of mycotoxin. The detection and 

quantitation limits of ELISA were 0.05 and 0.1 ng/mL, respectively. The 

recoveries by analyzing the spiked samples using ELISA were 84.3～

102.68% ± 0.89～8.52 %. In HPLC method case, accuracy(average recovery) 

from the spiked the samples was from 91.8 to 98.1%, and the detection 

and quantitation limits were 0.4 and 1.0 ng/g, respectively. The mycotoxin 

positive samples which were revealed from ELISA and HPLC were 

reconfirmed by LC-MS/MS and the correlation (R
2
) in the range of 0.999

0～0.9998 was obtained. These results mean that the ELISA and HPLC 

could be useful to detect mycotoxin in real samples including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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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o determine the effect on the production inhibition of mycotoxin by 

different radiation source and level, the spore suspensions of mycotoxigenic 

[aflatoxin B1(AFB1), ochratoxin A(OTA), and zearalenone(ZEA)] fungi, 

which were contaminated in feed and could cause hazard to animal, were 

prepared. The minimum dose of gamma-irradiation for inhibiting the 

growth of fungi in suspension and their mycotoxins productivity were 

determined. The spore suspension of aflatoxigenic and ochratoxigenic fungi 

was completely inhibited at > 5 kGy for the growth and productivity of 

mycotoxins, and the growth of zearalenone producing fungi was controlled 

at > 7 kGy. Additionally, we also determined the inhibition effect on the 

growth of fungi in feed by different radiation source and level. For this 

experiment, animal feed) artificially inoculated with the spore of fungi were 

prepared and exposed with 0, 1, 3, 5, 7 and 10 kGy of gamma-irradiation 

and electric beam. No significant differency was observed. The growth of 

aflatoxigenic and ochratoxigenic fungi in the feeds were completely 

inhibited at > 3 kGy of both radiations, and the zearalenone producing 

fungi in the feeds was controlled at > 5 kGy of both radiations.

3.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optimal conditions of gamma-irradiation for 

supplying the safety feeds, commercial feeds for mice, dog, and pig were 

expose with the gamma-irradiation at 1 to 10 kGy. All fungi in the three 

kinds of commercial feeds were inactivated by > 7 kGy of 

gamma-irradiation. Additionally, The growth and mycotoxin productivity of 

three fungi (aflatoxigenic, ochratoxigenic and zearalenone producing fungi) 

were fully controlled at > 7 kGy of gamma-irradiation. This means that 

the growth and mycotoxin productivity of fungi in feed could be fully 

inhibited by gamma-irradiation at > 7 kGy and the safety feed also can 

produce and preserve by the proper radiation level and hygienic 

management of feed factory and livestock r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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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 Safety guarantee for a long-term storage of feeds by reducing fungi and 

mycotoxin in feeds

□ Prevention of economic losses and disease in animal due to feed 

contaminated fungi. Safety improvement of the foodstuffs processed from 

the animal. 

□ Enhancement of nutritional quality for indirect food by removing 

anti-nutrition of feed

□ Application to quality management system including HACCP for safety 

Product manuf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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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가. 기술  측면

경제성장과 국민 식생활 향상에 따라 축산물의 소비 증 와 생 인 축산물

의 요구로 사료의 안 성 확보가 요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일반 으로 사

료의 안 성을 하는 요소로는 미생물 등의 생물학  요인과 잔류항생물질, 

농약  속 등의 화학  요인으로 나  수 있으며, 그 에서 생물학  

해요인인 Aspergillus, Penicillium  Fusarium속 등 특정 유해곰팡이가 생산

하는 곰팡이독소(mycotoxin)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세계 으로 사료의 안

성을 좌우하는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1)
.

부분 사료의 원료 생산지는 미국, 캐나다, 호주  국 등으로 수입되는 동안 

장기간의 수송과정이 요구되고, 수입된 원료는 종류에 따라 바로 이용되지 못할 

경우 열악한 조건에서 장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원료사료는 미생물을 

포함한 다양한 해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사료의 품질 하는 물론 안 성

과 련된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3)
. 실제로 철 히 리하는 

세계 인 사료회사에서도 곰팡이나 곰팡이독소의 오염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

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사료에서도 곰팡이독소 오염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행 사료의 살균방법으로는 고압증기멸균법, ethylene oxide(E.O.) 가스처리법
4)
 

 방사선 살균법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이 방법들은 원래 의료용품 

는 건조 식품류의 살균방법으로 이용되던 것을 사료에 응용한 것이다.

그  고압증기멸균법은 통 으로 오래 부터 이용되어 왔으나 펠릿상이나 

분말상의 사료의 경우는 경화와 결착 상이 생기며, 기호성  성분의 변화가 발

생하여 가축의 발육에 향을 미칠 수 있고, 가스처리법은 펠릿 내부까지 가스성

분이 침투하여 멸균된다는 보장이 불명확하고, 가스잔류의 가능성이 문제시 되며, 

더욱이 사용 후 폐가스 처리가 기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단 이 있다
5)
. 

한편, 방사선 살균법은 투과력이 강한 감마선을 이용하므로 살균과정을 포장상

태에서 처리할 수 있어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처리시간도 단축될 수 있

는 장 이 있으므로 정선량의 조사로서 해충  곰팡이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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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멸시킬 수 있어 그 실용  가치가 매우 높다. 다시 말해, 방사선 조사를 이

용하면 수입 사료원료에 한 안 성이 확보되고 생 인 장기 장  공 이 

가능함으로써 안 한 사료를 제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물 축종  사용 

용도에 합한 배합사료를 공 할 수 있다
6,7)
. 그리고 사료를 훈증제의 사용  

열처리시 발생되는 품질 하를 방지하고 항 양인자를 제거함으로써 간 식품

의 양학  품질을 증강시킬 수 있고, 가축질병 방에 따른 폐사율 감소  증

체율․사료효율을 향상시켜 안 한 제품 제조를 한 GMP/HACCP 등의 품질

리 시스템에 용 가능한 이 이 있다.

실제 미국 등의 선진국에서는 동물사료  곰팡이의 살균의 목 으로 동물사

료, 사료원료, 벌크사료  애완용 동물사료에 해서 최  50 kGy까지 방사선

조사가 법 으로 허가되어 실용화되고 있고, 그 밖에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실

험동물용 멸균사료, 어류 양식용 생어사료와 배합사료, 경마용․종축용 말먹이 

사료, 새 먹이용 씨앗의 발아억제  곰팡이 살균 등에도 방사선 조사기술이 이

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료의 살균방법으로 방사선 조사 기술이 아직 

실용화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사료의 곰팡이  곰팡이독소의 제어를 한 방사

선 기술의 활용이 요구되고 있다
8,9)
.

나. 경제․산업  측면

동물사료 등의 간 식품은 가축 질병유발  축산가공품의 오염원으로 작용하

여 동물의 폐사 등을 발생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세계

으로 발생되고 있는 구제역, 우병  조류독감 등의 가축질병 방과 사람으로

의 감염방지에 의한 간  생산성의 제고가 필수 이다.

국내 수입 사료에 한 곰팡이독소의 오염 분포를 측정한 결과, 수입 사료에서 

aflatoxin, ochratoxin, deoxynivalenol  zearalenone등이 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국내 사료에서는 aflatoxin을 포함한 다른 곰팡이독소들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

어 양돈 회에서는 aflatoxin, ochratoxin, deoxynivalenol  zearalenone에 하여 

사료 리법의 용이 필요한 것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 건의한 바가 있다.

산업체  농가에서 곰팡이독소 등의 사료오염으로 인해 폐기되는 사료원료 

 배합사료의 양은 공식 으로 보고되지 않았지만, 온도와 습도가 높은 하 기

의 경우 상당한 양이 폐기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체  농가에서의 동물사료 

오염은 생산성  수익을 감소시켜 국가의 경제․산업  손실을 가져오고, 가축

의 질병을 유발시키며, 나아가 인간에게도 향을 미치므로 사료의 장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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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성 확보를 한 구체 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산업체와 농민의 수익을 증

시고 국가의 경제에 이익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안 한 사

료공 으로 식품매개 병원성 질환의 방을 한 공 보건증진으로 간  생산

성을 향상시키고, 장  유통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의한 경제  손실의 

감소가 가능할 것이다.

축산식품의 안 성 확보는 사료의 생  품질 리에서부터 시작되고, 이것은 

사료의 방사선 조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배합사료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장기간의 원

료 장이 필요하므로 사료원료에 한 HACCP을 수행하기 한 방법으로 방사

선 조사 기술의 이용이 실히 요구된다. 방사선 조사 기술은 기존의 화학   

열처리 방법과 달리 비가열처리 공정이며, 제품내부까지 살균할 수 있는 강력한 

투과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포장된 상태의 완제품에 해서도 용이 가능한 

장 이 있다. 이러한 방사선조사를 이용한다면 안 한 사료의 공 이 가능하여 

가축질병 방에 따른 농가이익을 증 시키고, 동물 축종  사용용도에 합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간 식품의 안 성  장기 장성 확보는 국가의 경제․산업

의 이익에 직결된다는 을 모두가 공감하고 깊이 인식하여 해당분야의 발 에 

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 사회․문화  측면

사료 등의 간 식품의 생화  장 안 성 확보는 직 인 사람과 가축의 

질병 방  안 한 축산가공품 제조를 해 가장 기본 인 요소로 사료 속 곰

팡이독소의 완  제거를 한 방안을 개발하여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사람이 섭취하게 되는 가장 주요한 단백질원인 가축  그 가공품

의 안 성확보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도록 심리  안정감을 부여

하게 되며, 나아가 쓰 기 만두 동사건과 같은 식품산업  분야에 한 소비

자들의 불신을 근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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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재 국내에서는 사료에 한 방사선 처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용화되지 못

하고 있으나, 살균효과가 확실하기 때문에 국내 일부 연구기 에서 방사선 조사

된 Specified Pathogen Free (SPF) 실험동물 는 산란계에 여하는 사료를 사

용하고 있으며, 미국,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주로 살모넬라균의 살균목 으로 

사료에 한 방사선 조사를 법 으로 승인하 다.

포장된 동물사료 는 사료원료, 벌크사료  애완용 동물사료  놀이용구에 

해서는 최  50 kGy의 방사선 조사가 가능하며, 가 류 사료 는 사료원료에 

해 최소 2 kGy에서 최  25 kGy 까지 방사선을 이용한 살균 (1 kGy의 흡수

선량이 salmonella  1 log cycle 감소시키는 것을 기 ) 이 가능하다. 한, 이미 

사료원료가 방사선 조사처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완제품에 해 5% 이하의 함량

으로 첨가되었다면, 이 완제품은 다시 방사선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방사선 재

조사의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미국, EU 등의 선진국에서는 실험동물용 무균사료(SPF, GF), 어류 양

식용 생어사료와 배합사료, 경마용․종축용 말먹이 사료, 새 먹이용 씨앗의 발아

억제  곰팡이 살균소독  심지어 벌 먹이용 화분과 벌통․벌집의 살균소독 

등에도 방사선 조사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Fig. 1).

Fig. 1. 시 에 유통  매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 사료

가 사료, 실험동물용 무균사료  양어용 사료에 감마선을 조사한 후 미생물 

수와 양성분(비타민), 폐사율 등의 변화를 실험한 국내외 실험결과는 Table 1

에서 4 와 같다. 사료의 종류, 방사선 조사선량, 오염 미생물의 분포에 따라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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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있었으나, 방사선 조사에 의해 사료에 오염된 미생물이 효과 으로 제

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비타민 함량 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큰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어용 사료에 섭취 후 폐사량을 비교한 실험에

서는 병원성 미생물을 인 으로 종한 후 방사선 조사한 사료를 섭취한 개체

의 폐사율이 병원성 미생물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섭취한 개체보다도 훨씬 낮

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 가 류 사료의 미생물 오염  방사선 조사 후 미생물 분석

(CFU/g)

Samples Treatments
Total 

bacteria
Total fungi

Osmophilic

molds
Coliforms

Enteric

pathogen

Ⅰ

Control 3.1×105 9.6×104 7.8×104 6.4×104 2.6×103

3 kGy 1.2×103 2.3×103 3.1×102 - -

5 kGy 9.8×101 - - - -

7 kGy - - - - -

10 kGy - - - - -

Ⅱ

Control 4.3×105 3.0×103 2.3×103 2.7×104 1.1×103

3 kGy 6.1×103 1.5×102 - 4.0×101 -

5 kGy 3.0×102 9.0×101 - - -

7 kGy - - - - -

10 kGy - - - - -

Ⅲ

Control 9.6×105 1.3×104 1.6×103 1.2×104 4.0×101

3 kGy 1.5×104 8.9×103 - - -

5 kGy 1.0×102 2.0×102 - - -

7 kGy - 2.0×101 - - -

10 kGy - - - - -

Ⅳ

Control 8.1×105 1.7×104 7.6×103 1.7×105 1.6×102

3 kGy 1.6×104 4.5×102 - 1.0×103 -

5 kGy 2.4×102 2.0×102 - - -

7 kGy - 1.0×102 - - -

10 kGy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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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감마선을 이용한 양어용 생어사료  배합사료의 살균 효과

(CFU/g)

사료명 고등어 청어 장 새우 배합사료

Control 4.3(±0.3)×10
6

5.0(±0.2)×10
6

8.9(±0.8)×10
7

9.1(±1.1)×10
4

5 kGy - - - -

Table 3. 방사선 조사된 실험동물용 무균사료 (PicoLab®, USA)의 미생물  비타민 분석

미 생 물 단 
방사선조사 방사선조사

후

Total aerobic plate CFU/g1 51,667 <1

Total yeast CFU/g 1 <1

Total mold CFU/g 417 <1

Total mesophilic anaerobic spores MPN/g2 1,100 <3

Mesophilic aerobic spores CFU/g 41,500 <1

Thermophilic anaerobic spores MPN/g 1,100 <3

Total thermophilic aerobic spores CFU/g 6,167 <1

Total flat sour spores CFU/g 2,802 <1

비 타 민 방사선 /후 비 함량변화 (%)

Vitamin A 94

Vitamin D 91

Vitamin E 111

Thiamin 110

Riboflavin 100

Pyridoxine 110

Pantothenic acid 98

Choline chloride 94

Folic acid 118

Biotin 102

Vitamin B12 92

The level of irradiation was less than 2.5 Mrads (25 kGy).
1
 CFU/g = Colony Forming Units per gram
2  MPN/g = Most Probable Number per 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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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넙치에 병원성미생물 종사료  방사선 조사된 사료 섭취 후 폐사량 비교

섭취사료 페사율 (28일간) 비고

무처리 사료 ( 조군) 32% 냉동고등어 70% + 배합사료 30%

Edwardsiella tarda 종사료 60%

사료 1g당 108 ～ 109 종Vibrio anguillarum 종사료 48%

Streptococcus faecalis 종사료 52%

방사선 조사 사료 (5 kGy) 20% 병원균 종후 방사선 조사

그 동안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의 안 성에 해서는 과거 40년 이상 수백 건

의 안 성 시험이 이루어져 왔으며, 모든 독성학  향을 평가하기 해 다양한 

선량을 조사한 많은 종류의 식품이 Rat, Mouse, Hamster, 돼지, 개, 원숭이 등의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아만성, 만성 독성시험, 번식시험, 일련의 변이원성시험 등이 

폭넓게 평가되었다. 조사식품에 한 안 성 연구는 감마선 조사식품에 한 이용

효과와 기술  타당성이 국제 인 수 에서 종합 으로 축 됨에 따라 련 국제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는 1960년부터 조사식품의 안 성과 건 성 연구와 그 결과에 한 평가를 공동

으로 추진하여 왔다. 이에 한 연구결과들이 종합 으로 평가된 결과, 1976년 감

마선 조사기술을 물리  처리방법으로 공식 인정하게 되었으며 특히, 1980년 

WHO/IAEA/FAO의 감마선 조사식품 공동 문 원회는 조사식품의 독성학 , 

양학   미생물학  안 성을 최종 으로 평가한 결과 10 kGy 이하의 선량으

로 조사된 어떠한 식품도 더 이상의 독성시험이 필요치 않다고 결론지었으며, 특

히 1999년 고선량조사된 (10-70 kGy) 식품의 안 성에 한 WHO의 보고서에서

도 10 kGy 이상의 고선량으로 조사된 식품의 건 성을 재확인하 다.

한, 과거 사용하여 오던 화학살균제나 증기멸균법 보다 감마선 조사된 식품이 

독성학 , 양학  안 성과 건 성이 확실하게 밝 져, 이미 오래 부터 면역학

, 유 학  독성시험에 사용되는 실험용 동물들에게 공 되는 감마선 조사된 무

균사료(SPF, GF)가 우수실험실 리기 (GLP)에 등재되었다. 이 듯 감마선 조사

된 무균사료가 정 도를 요하는 독성실험의 표  동물에 이용되고 있으며, 수십-

수백 세 에 걸쳐 안 성에 문제없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WHO를 비

롯한 세계의 각종 보건당국들은 더 이상 조사식품에 한 안 성과 련된 실험

이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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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 발 수행 내 용  결과

제1  곰팡이분리, 배양기술 확립  포자 탁액 제조와 

곰팡이독소 검지기술 개발

1차 년도에는 면역분석기술 등 최 의 곰팡이독소 검지기술을 개발(자료수집)

하기 해 먼 , 사료 속 곰팡이를 분리·배양하는 방법  각 독소 생성 곰팡이

의 포자 탁액 조제법을 확인하 다. 그리고 방사선 조사에 의한 곰팡이  곰팡

이독소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법에 한 분석법 확립  

밸리데이션을 각각 수행한 후, 재확인을 한 liquid chromatography combin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LC-MS/MS)법을 확립하는 등의 연구를 수행

하 으며, 본 연구에 용된 실험재료  방법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재료  방법

가. 곰팡이 분리  배양법 확인

사료에 오염되어 있는 Aspergillus속  Penicillium속 등 곰팡이만을 선택 으

로 생육시키기 해 미생물한도시험법에 하여 rose bengal agar(RBA, Difco 

Laboratories, U.S.A)를 사용하 고, 각 곰팡이의 순수분리  계 배양을 해

서는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 Laboratories, U.S.A.)를 이용하 으며, 

이상의 조제된 모든 배지는 고압멸균(121˚C, 1 kg/cm2, 15 min)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 다. 이때 사용된 RBA와 PDA의 화학  조성은 다음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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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osition of rose bengal agar(RBA) and modified potato dextrose 

agar(PDA) medium

Rose bengal agar Potato dextrose agar

Component Amount Component Amount

Glucose 10 g Potato 200 g

Peptone 5 g Bacto-dextrose 20 g

KH2PO4 1 g Agar 15 g

MgSO4․7H2O 0.5 g Yeast extract 50 g

Rose-bengal 35 mg Distilled water 1 L

Agar 15 g pH 5.6

Distilled water 1 L

pH 5.6

한, 균을 분리하기 해 멸균된 증류수 10 mL 가 주입된 시험 (18×220 

mm)에 사료를 약 1 g 칭량하여 넣은 후 시험  교반기를 이용하여 강하게 혼

합하 고, 그 혼합액을 RBA평 배지에 0.1  1 mL씩 분주하여 도말한 후 28

˚C에서 4일간 배양하 다. 배양 후 육안으로 colony의 모양, 크기  색깔 등

을 찰하여 Aspergillus속  Penicillium속 등으로 추정되는 균주를 선정하

여 PDA평 배지에서 반복 으로 분리를 실시하 고, 분리된 단일 집락은 

PDA사면배지에 종시켜, 4˚C에서 보 하면서 사용하 다. 곰팡이독소 생성능

을 확인하기 해 순수 분리된 Aspergillus속과 Penicillium속 곰팡이를 액체

배지인 sucrose low salt(SLS)배지에서 28˚C에서 15일 동안 정치 배양하여 사

용하 고, 이때 사용된 SLS배지의 조성은 다음 Table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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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osition of modified sucrose low salt(SLS) medium

Component Amount

Sucrose 85 g

L-asparagine 10 g

(NH4)2SO4 2 g

KH2PO4 2 g

MgSO3･6H2O 1 g

CaCl2･2H2O 75 mg

ZnSO4 10 mg

Na2B4O7 2 mg

FeSo4･6H2O 2 mg

MnCl2･4H2O 5 mg

Ammonium molybdate 2 mg

Distilled water 1 L

pH 5.6

나. 포자 탁액 조제법 확인

곰팡이의 포자 탁액 조제는 순수 분리된 Aspergillus속  Penicillium속 곰

팡이를 PDA평 배지 상에서 활성화시킨 다음 0.1% Tween 80 용액 1 mL와 

멸균증류수 5 mL를 혼합한 용액으로 포자를 씻어 내는 조작을 3회 반복하 다. 

이 게 수집된 포자 탁액을 멸균된 4겹의 cheese cloth에 여과하고, 당한 양의 

멸균증류수로 희석하면서 미경을 이용하여 107spore/mL로 조 하여 1 mL씩 

eppendorf-tube에 각각 분주한 후 -70˚C에 보 하면서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다. 곰팡이독소 검지기술 확립

사료 속 곰팡이  곰팡이독소를 상으로 방사선 조사에 한 감수성을 확인

하기 해 사료를 이용하여 효소면역분석법인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를 비롯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liquid chromatography combin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LC-MS/MS)

의 분석법을 각각 확립하고, 그 확립된 분석법에 한 밸리데이션을 다음과 같

이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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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LISA 분석법 확립  밸리데이션

(가) ELISA 분석법 확립

사료 속 곰팡이독소 분석을 해 본 연구실에서 개발되고 확립된 direct 

competitive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DC-ELISA)법을 간략히 설명하

면, 먼  AFB1-MAb를 PBS(50 mM phosphate-buffer)로 3,000배로 희석하여 96 

microtitre well에 100 µL씩을 분주한 후, 4℃에서 overnight시켜 well에 고정시킨

다. 반응시킨 well은 PBST(50 mM phoshate-buffered saline containing 0.05% 

Tween 20, pH 7.4)용액으로 3회 세척한 p후, AFB1 표 물질 혹은 처리된 사료

와 AFB1-HRP conjugate를 각각 50 µL씩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경쟁반응 하

다. 경쟁반응이 끝난 well을 PBST용액으로 6회 세척하고, 기질용액인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 sulfonic acid(ABTS, Sigma, USA)를 100 

µL씩 첨가하여 30분간 발색시킨 후 세척과정 없이 바로 ELISA reader(Bio-RAD 

Model 550, Richmond, CA, USA)를 이용하여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곰

팡이독소의 생성정도를 확인하 으며, 그 과정은 다음 Fig.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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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rocedures of direct competitive ELISA for analysis of AFB1.

(나) 밸리데이션

① 유효성

사료  AFB1 분석을 해 본 연구실에서 확립한 ELISA법으로 10회 반복 

실험하여 유효성을 평가하 다.

② 항체의 특이성

ELISA법에 사용한 항체의 특이성을 조사하기 해 AFB1 이외의 다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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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들(AFB2, AFG1, AFG2)  다른 곰팡이독소(ochratoxin A, 

zearalenone)와의 교차반응성을 확인하 다. 

③ 회수율 확인

본 연구에서 확립된 ELISA법을 이용하여 사료 속 곰팡이독소 분석 가능여

부를 확인하기 해 AFB1 음성 사료 5 g에 AFB1을 0.5, 1  5 ng/g의 임

의의 농도로 오염시켜 60℃에 1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1 g의 NaCl을 첨가하

고 25 mL의 60% methanol을 첨가하여 20분간 강하게 진탕한 후 4℃,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 다. 상등액은 여과지(Whatman No. 4)를 이용하

여 여과하고, PBST로 5배 희석한 후 ELISA법으로 회수율을 확인하 다.

④ 검출  정량한계

본 시험법의 검출한계  정량한계를 구하기 해 표  AFB1을 0.01-1 

ng/mL의 농도 범 로 분석하여 측정하 다.

(2) HPLC 분석법 확립  밸리데이션

(가) HPLC 분석법 확립

본 연구에서 확립된 HPLC의 조건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정

제된 사료의 유도체화(PCD)는 coring cell을 이용하여 기화학 으로 발생

하는 롬의 작용으로 이루어지고, 이동상용매는 water : acetonitirile : 

methanol(6:2:3, v/v/v)의 비율로 사용하 으며, detector는 fluorescence 

detector를 사용하 다.

Table 7. HPLC conditions for AFB1 analysis by HPLC with fluorescence detection

 Paramete Conditions

 Instrument Waters 717 HPLC system, USA

 Column Waters sunfireTM C18 RP 5 ㎛, 4.6×150 mm

 Detector Waters 474 scanning fluorescence detector

 Mobile phase Water-acetonitrile-methanol(6:2:3)solvent

(Add 350 µL HNO3 + 0.12 g KBr to each litter of 

mobile phase for post-column bromine derivatization 

with Coring cell

 Flow rate 1 mL/min

 Column temp. 30 °C

 Injection volume 20 µL

 Wavelength Excitation 365 nm, emission 435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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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 용을 해 사료 5 g을 칭량해서 70% MeOH 25 mL와 혼합하여 30분

간 진탕하고 원심분리 과정을 거쳐 추출한 후 그 추출액을 여과지(Whatman 

paper No.4)로 여과하 다. 여과액 10 mL를 증류수 20 mL와 희석하여 0.45 

㎛ filter로 재 여과한 후, 15 mL를 immunoaffinity column(IAC, Vicam Co., 

USA)으로 정제하 다. IAC를 실온에서 정치해 두고, 여과액을 3 mL/min 속

도로 IAC를 통과시킨 후 10 mL의 증류수를 주입하여 세척하고 공기를 통과

시켜 건조시켰다. 그 후 IAC에 HPLC  methanol을 0.5 mL 주입하여 자연

낙하시켜 aflatoxin을 용출하 고, 이 용출액은 5 mL의 용량 라스크에 모은 

후, 1차례 더 methanol 0.75 mL를 첨가하여 용출시켜 증류수 5 mL로 정용하

고, 시험용액 20 µL를 post-column derivatization(PCD) system이 장착된 역

상 HPLC에 주입하여 정량하 다. 한편, 사료를 이용한 HPLC법의 밸리데이

션을 해 아래와 같은 연구를 수행하 다.

(나) 밸리데이션

① 특이성

본 시험법이 AFB1에 한 특이성을 갖는지 확인하기 해 3종류의 음성사

료를 상으로 AFB1을 5 ng/g로 오염시키고, 그 사료를 추출하여 표 물질

과 동일 시간 에 peak가 나타나는지 확인하 다.

② 직선성

본 시험법의 직선성을 확인하기 해 AFB1 표 물질의 농도를 0.1, 0.2, 

0.5, 1, 2, 5, 10 ng/mL를 조제하여 HPLC로 측정한 후, AFB1 농도에 한 

분면 을 회귀 분석하여 직선성을 확인하 다.

③ 분석범

본 시험법에서 HPLC로 직선성을 평가하기 해 AFB1을 0.1, 0.2, 0.5, 1, 

2, 5, 10 ng/g의 농도로 분석하여 분석 가능한 범 를 확인하 다.

④ 정확성  정 성

정확성을 조사하기 하여 각 사료에 0.5, 1, 5 ng/g의 농도로 오염시킨 후 

회수율을 측정하 고, 이 농도를 기 으로 각 사료를 5회 측정하여 상 표

편차를 측정하 다.

⑤ 검출  정량한계

검출  정량한계를 확인하기 해 표  AFB1을 0.1～0.4 ng/g  0.1-1 

ng/g의 농도로 분석 상물질인 3종류의 음성사료에 각각 오염시켜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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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signal vs. noise법을 용하여 측정하 다.

(3) LC-MS/MS법의 재확인

LC-MS/MS법을 이용하여 사료 속 AFs(AFB1, AFB2, AFG1, AFG2)을 분석

하기 해 AFM1(10 ng/mL)을 내부표 물질로 사용하 고, water : 

acetonitirile : methanol(6:2:3,v/v/v)을 이동상용매로, Agilent ZORBAX 

SB-Aq C18 column(Agilent, 4.6x150 mm, 5 ㎛ particle size)을 이용하여 각

각의 AFs을 분리시켰으며, 각 사료당 약 20 µL씩 주입하 다. 한 ion 

source는 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APCI, heated nebulizer) 

positive 방식을 이용하 고, 최 의 분석을 해 curtain gas 15 Mpsi, 

nebulizer current 5, interface heater: on, vaporizer temperature 450℃ 등의 

조건을 유지하 으며, AFs는 multiple reaction monitoring(MPN)으로 검출하

는 등 본 연구에 용된 LC-MS/MS 분석 조건은 Table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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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C-MS/MS conditions for quantification and confirmation

Instrument Parameter Conditions

LC

(Agil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

Column Agilent ZORBAX SB-Aq C18 column(Agilent, 4.6×150 mm, 5㎛ particle size)

Mobile phase Water : Acetonitrile : Methanol = 6 : 2 : 3 (v/v/v)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 20 µL

Elution seq. AFM1, G2, G2, B2, B1

MS

(MDS SCIEX 3200 Q 

TRAP®, Applied 

Biosystems) 

Curtain gas 20 Mpsi

Nebulizer current 5

Interface heater On

Vaporizer temp. 450℃

Ion source GS1, GS2 60, 50 Mpsi

Ion source Atmospheric pressure chemical ionization(APCI, heated nebulizer) positive(+)

Mass spectra range 100 - 500 m/z

MPN

(Multiple Reaction 

Monitoring)

Standard
Q1 

Mass(amu)

Q3 

Mass(amu)
EPa)(V) DPb)(V) CEc)(V) CXPd)(V)

AFB1 313.1 285.2 9 61 33 10

AFB2 315.5 259.2 4 46 45 16

AFG1 329.1 243.1 6 51 37 14

AFG2 331.1 313.3 8.5 61 35 12

AFM1 329.1 273.3 12 41 31 16

a)
EP : entrance potential, 

b)
DP:declusteringpotential,

c)
CE:collisionenergy,

d)
CXP:collisioncellexit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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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결과  고찰

가. ELISA 분석법 확립  밸리데이션

본 연구에서 확립된 ELISA법을 검증하기 해 표 곡선, 유효성, 항체의 특이

성, 회수율, 검출한계  정량한계 등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다.

(1) 표 곡선 작성

AFB1분석을 해 확립한 ELISA의 표 곡선은 Fig. 3과 같았으며, 검출한

계는 0.05 ng/mL, 검출범 는 0.05-5 ng/mL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Standard curve of AFB1 produced by ELISA analysis.

(2) 유효성

각종 사료  AFB1오염 정도를 정량하기에 앞서 본 연구실에서 확립한 

ELISA법에 의해 10회 반복 실험하여 유효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9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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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ssessment of effectiveness for AFB1 by ELISA

Test 
time

AFB1 concentration (ng/g)

0 0.01 0.05 0.1 0.5 1

1st
Aver.
STDEV
%B/B

1.393
0.035
100

1.322
0.002
94.87

1.126
0.001
80.83

0.914
0.011
65.58

0.296
0.001
21.25

0.192
0.007
13.78

2nd
Aver.
STDEV
%B/B

1.376
0.045
100

1.318
0.013
95.82

1.182
0.013
85.93

0.907
0.029
65.90

0.234
0.001
17.01

0.166
0.000
12.07

3rd
Aver.
STDEV
%B/B

1.003
0.006
100

0.962
0.043
95.86

0.851
0.004
84.80

0.671
0.029
66.85

0.208
0.013
20.69

0.158
0.011
12.07

4th
Aver.
STDEV
%B/B

1.422
0.018
100

1.367
0.027
96.17

1.206
0.040
84.84

0.991
0.006
69.68

0.319
0.016
22.41

0.202
0.002
14.18

5th
Aver.
STDEV
%B/B

1.193
0.006
100

1.143
0.000
95.81

0.960
0.018
80.43

0.795
0.055
66.64

0.230
0.038
19.28

0.161
0.019
13.45

6th
Aver.
STDEV
%B/B

1.164
0.008
100

1.095
0.023
94.03

0.954
0.013
81.96

0.756
0.061
64.95

0.205
0.018
17.57

0.158
0.001
13.57

7th
Aver.
STDEV
%B/B

1.244
0.006
100

1.162
0.000
93.37

0.989
0.018
79.46

0.846
0.055
68.01

0.258
0.038
20.74

0.171
0.019
13.71

8th
Aver.
STDEV
%B/B

1.293
0.005
100

1.219
0.004
94.31

1.064
0.018
79.46

0.891
0.001
68.94

0.314
0.003
24.29

0.199
0.004
15.40

9th
Aver.
STDEV
%B/B

1.004
0.031
100

0.913
0.004
90.89

0.825
0.021
82.17

0.698
0.006
69.47

0.235
0.007
23.41

0.162
0.013
16.14

10th
Aver.
STDEV
%B/B

1.231
0.007
100

1.111
0.040
90.25

1.023
0.020
83.10

0.825
0.000
67.02

0.323
0.011
26.20

0.228
0.000
18.48

(3) 항체의 특이성

ELISA법에 사용한 항체의 특이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B1 외에도 다른 이성체들(AFB2, AFG1, AFG2)의 교차반응성은 확인

되었지만, ochratoxin 등의 다른 곰팡이독소와는 교차반응성이 없어 본 실험

의 목 에 합한 항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 18 -

Table 10. Cross-reactivity of AFB1 monoclonal antibody to various mycotoxins

Mycotoxin Cross-reactivity (%)

AFB1 100

AFB2 20

AFG1 74

AFG2 14

Ochratoxin A -

Zearalenone -

(4) 회수율 확인

사료에 하여 ELISA법의 회수율과 표 편차를 확인한 결과 Table 11과 

같이 84.3-102.68%와 0.89-8.52%수 으로 각각 나타나 분석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Table 11. Accuracy and precision of AFB1 from the feed samples spik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FB1

Artificially spiked 

AFB1 (ng/g)
Detected AFB1 (ng/g) Recovery (%)

0.5 0.42 ± 0.04 84.30 ± 8.52

1 1.03 ± 0.04 102.68 ± 3.93

5 4.50 ± 0.04 89.99 ± 0.89

(5) 검출한계  정량한계

아울러 확립된 ELISA법의 검출한계(LOD)와 정량한계(LOQ)는 Table 12에 

보는 바와 같이 0.05와 0.1 ng/mL인 것으로 각 확인되어 비교  양호한 민감

도를 나타내었다.

Table 12. Limit of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of ELISA analysis methods for AFB1

Evaluation criteria Concentration of AFB1 (ng/g)

Limit of detection 0.05

Limit of quantification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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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HPLC 분석법 확립  밸리데이션 

본 연구에서 확립된 HPLC법을 검증하기 하여 특이성, 직선성, 범 , 정확

성, 정 성, 검출  정량한계 등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특이성 

본 분석법의 AFB1에 한 특이성을 시험한 결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B1 표 물질의 경우 약 12분경에 peak를 보 고, 음성 사료에 AFB1을 오염

시켜 추출한 사료에서도 표 물질과 같은 시간 인 약 12분경에 peak가 나타났

으며, matrix effect는 크게 찰되지 않아 본 시험법이 AFB1을 선택 으로 분

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12.32 min12.32 min

Fig. 4. Specificity of HPLC analysis to detect AFB1:(a) AFB1 standard(5 

ng/g), (b) Feed control, (c) Feed spiked with 5 ng/g of AFB1.

(2) 직선성

본 시험법의 직선성을 확인한 결과, 검량곡선은 Fig. 5와 같았고, AFB1 농도에 

한 분면 을 회귀 분석한 결과 AFB1의 상 계수는 0.99989의 정의 상

계가 성립하여 본 시험법이 사료  AFB1 분석에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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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ibration curve of AFB1.

(3) 분석범  

본 시험법에서 HPLC법으로 분석범 를 평가하기 해 표  AFB1을 0.1, 

0.2, 0.5, 1, 2, 5, 10 ng/mL의 농도로 분석한 결과, 분석범 는 0.1∼10.0 

ng/mL인 것으로 나타났다.

(4) 정확성

본 시험법의 정확성을 조사하기 하여 각 음성사료에 앞서 확인된 분석범  

 0.5, 1.0, 5.0 ng/g 농도로 오염시켜 회수율을 측정한 결과, A사료의 경우 

76.23∼120.67%의 정확성(회수율)이 확인되는 등 체 으로 평균 81.55∼

120.67%로 나타나 본 시험법이 AFB1 분석에 비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3).

Table 13. Validation of accuracy for HPLC analysis method to detect 

AFB1 spiked in feed samples                        (Unit: %)

Samples Repeat
Spiked AFB1(ng/g)

0.5 1.0 5.0 

A

1 85.86 85.03 76.23

2 120.67 106.70 87.74

3 107.41 87.93 80.67

Aver. 104.65 93.22 81.55

B

1 97.86 92.29 84.62

2 88.99 86.77 85.41

3 116.13 102.27 84.48

Aver. 100.99 93.78 84.84

C

1 118.47 94.13 92.82

2 115.02 102.09 88.38

3 128.52 101.60 81.01

Aver. 120.67 99.27 8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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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 성

확인된 AFB1의 분석범  농도구간  앞서 수행된 정확성 실험에서와 같이 

0.5, 1.0, 5.0 ng/g의 3가지 농도를 기 으로 각 사료에 하여 각 5회씩 측정하

다. 그 결과, 상 표 편차 값이 4.06∼6.31의 범 로 나타나 비교  효율

인 분석법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 값은 실험농도에서 상 표 편차가 2.0이

하가 효과 인 시험법으로 생각되는 기 에 미치지 못하여 더욱 노력할 필요

가 있었다(Table 14).

Table 14. Validation of precision for HPLC analysis method to detect 

AFB1 spiked in feed samples                      (Unit: %)

Samples Repeat
Spiked AFB1(ng/g)

0.5 1.0 5.0 

A

1 0.59 0.88 3.52

2 0.55 0.88 3.61

3 0.55 1.00 3.94

4 0.54 0.88 4.03

5 0.60 0.92 3.72

Aver. 0.57 0.91 3.76
*RSD 4.99 5.54 5.72

B

1 0.49 0.92 4.23

2 0.44 0.87 4.27

3 0.50 0.95 4.20

4 0.48 0.91 4.17

5 0.47 0.81 3.74

Aver. 0.48 0.89 4.12

RSD 4.63 6.31 5.24

C

1 0.62 1.02 3.81

2 0.58 1.02 4.42

3 0.61 1.07 3.81

4 0.57 0.96 3.62

5 0.60 0.92 3.72

Aver. 0.60 1.00 3.88

RSD 4.06 5.92 6.26

*
RSD : Relative standard deviation

(6) 검출한계 

본 시험법의 검출한계를 확인하기 해 표  AFB1을 0.1∼0.4 ng/g의 

농도로 AFB1 음성사료에 각각 오염시켜 분석한 결과, 0.4 ng/g에서 p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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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noise가 3∼2 : 1정도로 분리되어 그 결과 검출한계는 모든 사료에서 

0.4 ng/g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정량한계

본 시험법의 정량한계를 구하기 해 표  AFB1을 0.5-1.0 ng/g의 농도로 

AFB1 음성사료에 각각 오염시켜 분석한 결과, 1.0 ng/g의 농도에서 peak 

vs. noise가 10 : 1정도로 나타났고, 회수율은 91.8∼98.1%로 확인되어 본 

HPLC법의 정량한계는 모든 사료에서 1.0 ng/g 수 으로 확인되었다.

다. LC-MS/MS법의 재확인

본 연구에서 확립된 면역분석법과 HPLC법에 해 AFs으로 검색된 사료

를 상으로 LC-MS/MS법을 이용하여 AFs의 오염여부를 재확인하 다. 먼

, AFB1, B2, G1,  G2의 분석을 한 각각의 검량곡선은 Fig. 6과 같았고, 

이때 얻은 검량선에서 각각의 AFs농도에 한 분면 을 회기 분석한 결

과, 0.9990∼0.9998범 의 정의 상 계(R
2
)가 성립하여 AFs 확인을 해 효

과 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표  AFB1, B2, G1,  G2의 LC-MS/MS

에 한 LC chromatogram과 LC-MS/MS spectrum은 다음 Fig. 7과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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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alibration curve of AFB1, B2, G1, and G2 on LC-M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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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C-MS/MS results of standard AFB1, B2, G1, G2 and M1;LC

chromatogram(A), LC-MS/MS spectru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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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방사선원별, 에 지수 별 조사에 따른 해곰팡

이의 독소생성 제어  독소 괴 효과

1차년도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 곰팡이  독소 생육 해 효과를 

분석하기 해 면역분석기술 등 최 의 곰팡이독소 검지기술을 확립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에서는 방사선원별, 에 지수 별 조사에 의

한 해곰팡이의 독소생성 제어  괴 효과에 한 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1. 실험재료  방법

가. 실험재료

(1) 공시균주  배지

본 연구를 해 AFB1, ochratoxin A(OTA)  zearalenone(ZEA)을 생성하

는 균주를 각각 한국미생물센터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고, 그 종류는 다음

과 같다. AFB1을 생성하는 균주는 Aspergillus parasiticus  KCCM35078, A. 

parasiticus KCCM35079  A. flavus var. flavus KTCT60330, OTA을 생성하

는 균주는 A. awamori KCCM32316, A. alutaceus KCCM60421  

Penicillium  verrucosum KCTC6265과 ZEA을 생성하는 균주는 Fusarium 

sporotrichioides KCCM11657를 사용하 다. 그리고 재 연구실에서 보유 

인 AFB1을 생성하는 Aspergillus속, OTA를 생성하는 Penicillium속  강원

도 횡천 옥수수에서 분리한 ZEA을 생성하는 F. graminearum 한 본 연구

에 사용하 다.

앞서 언 한 균주를 활성화하고 포자 탁액을 조제하기 해서 sucrose low 

salt medium(SLS)와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 USA)를 사용하 다. 

(2) 균주의 배양과 포자 탁액의 조제

앞서 분양받은 각 균주 배양  포자 탁액의 조제는 1차년도에서 수행된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포자수를 최종 10
7
spore/mL로 조 한 후 -70℃에 

보 하면서 본 연구에 사용하 다.

나. 실험방법

(1) AFB1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AFB1의 감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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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곰팡이 포자 탁액의 감수성 확인

㉮ Colony의 성장

분양받은 4 종의 AFB1 생성 곰팡이에 한 각각의 포자 탁액

(10
7
spore/mL)을 감마선 0, 1, 3, 5, 7  10 kGy 선량으로 조사한 후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제거하고, 멸균생리식염수 100 

µL를 첨가하여 재 부유하 다. 재 부유된 포자 탁액 50 µL를 PDA평 배

지 앙에 하여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의 성장률을 확

인하기 해 colony 직경(mm)을 측정하 다. 

㉯ AFB1 생성능

AFB1 생성 곰팡이 포자 탁액(10
7
spore/mL)을 감마선으로 0, 1, 3, 5, 7 

 10 kGy 조사한 후 각 포자 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분주하고, 2

7℃에서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5일 간격으로 SLS액체배지 상에 생산된 

AFB1을 ELISA로 측정하 다. 이때 AFB1 분석에 사용된 ELISA법은 1차 

년도에서 확립된 것으로 그 분석 조건은 다음 Table 15과 같다. 

Table 15. The optimal conditions of DC-ELISA for AFB1 

Steps of DC-ELISA Optimal conditions

1. Pre-coating plate Goat anti-mouse IgG 1:1000 in 0.05 M PBS

2. Coating AFB1-MAb 1:3000 in 0.05 M PBS

3. Standard solution AFB1 in 10% methanol/0.05 M PBST

4. Enzyme tracer AFB1-HRP 1:15000 in PBS containing 1%BSA

5. Substrate ABTS-0.03 % H2O2

6. Washing solution 0.05 M PBS containing 0.05% Tween 20(PBST)

7. Incubation time  

    •Pre-coating 4℃ overnight

    •Antibody-coating 37℃ for 1.5h

    •Competition 37℃ for 30min

    •Enzyme-substrate 37℃ for 30min

② 사료 속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

쥐 사료 5 g씩을 conical tube에 칭량하고, 30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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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사료를 비하 다. 사료에 Aspergillus속 곰팡이를 10
7
spore/5 g 수

으로 종 한 후 0, 1, 3, 5, 7  10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0.85% 

NaCl) 3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 다. 진탕된 사료를 약 2-3분간 정

치시킨 뒤 상등액 500 µL를 취하여 PDA평 배지에 도말하고, 27℃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여 조사선량에 따른 곰팡이의 생육정도를 확인하 다. 

㉯ 보 기간  사료에서의 생육정도

앞서 설명한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과 동일한 사료에 분리한 

Aspergillus속 곰팡이 포자 탁액(10
7
spore/5 g)을 종한 후 감마선 0, 3, 5, 

7  10 kGy로 조사하고, 약 500 µL의 멸균생리식염수를 첨가한 후 27℃에

서 약 4주 동안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시각 으로 확인하 다.

③ 사료별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사료에 오염된 AFB1 생성 곰팡이에 한 감마선 조사의 감화를 확인하

기 해 상 으로 안 한 사료의 생산이 요구되는 동물사료 3종류(쥐, 돼

지, 개)를 선택하 다. 이 게 비된 사료는 분말형태인 임신돼지 사료를 

제외한 다른 종류의 사료는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말형태로 제작하 고, 동

물 사료별로 50 mL의 conical tube에 5 g씩 칭량한 후, 30 kGy로 감마선 

조사하여 멸균사료로 비하 다. 멸균사료에 AFB1을 생성하는 곰팡이 포

자 탁액 3종을 10
7
spore/5 g으로 각각 종한 후 감마선을 0, 1, 3, 5,  7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 2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 후 약 

2-3분 동안 정치시켜 단계희석을 실시하 다. 각 희석액 1 mL를 혼합희석

평 배양(pour-plate method)법으로 처리하여 27˚C에서 36시간 동안 배양

한 후 곰팡이를 계수하 다

(나) 표  AFB1의 감화 측정

① AFB1 표 물질의 감화 

AFB1 표 물질을 0, 0.05, 0.1, 0.5, 1  5 ng/mL의 농도로 비하여 0-5 

kGy선량으로 감마선을 조사한 후 ELISA로 방사선 감화 정도를 확인하

다. 이때 AFB1 감화 정도를 확인하기 해 용된 ELISA법은 앞서 

확립한 ELISA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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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료 속 AFB1의 감화 확인

사료 속 AFB1에 한 방사선 감화 효과를 확인하기 해 4 g씩 칭량된 

멸균사료를 AFB1 25, 50  100 ng/g의 농도로 오염시켜 0, 3  10 kGy

로 방사선 조사한 후 70% methanol 20 mL를 첨가하여 30분간 진탕하

다. 진탕한 뒤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고, 여과지로 여과한 

뒤 추출액은 PBST로 희석하여 ELISA법으로 분석하 다.

(다)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곰팡이 포자 탁액의 선원별 감수성

방사선 조사선원에 따른 AFB1 생성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해 제

조된 Aspergillus속 포자 탁액(10
7
spore/mL)에 하여 감마선과 자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10 kGy선량으로 각각 조사하고, 제조된 곰팡이 포

자 탁액은 앞서 설명된 각 곰팡이포자 탁액에 한 colony 성장 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즉, 조사된 포자 탁액을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켜 상등액을 제거한 후 멸균생리식염수 100 µL를 

첨가하여 재 부유하 다. 재 부유된 포자 탁액 50 µL를 PDA평 배지 앙

에 한 후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기 

해 colony 직경을 측정하 다. 

② 사료 속 AFB1 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

조사선원에 따른 곰팡이 생육을 확인하기 해 30 kGy로 조사된 멸균 

사료 5 g에 Aspergillus속 곰팡이를 10
7
spore/5 g으로 종한 후 감마선과 

자선을 0, 1, 3, 5, 7  10 kGy로 각각 조사하 다. 조사 후 멸균생리식

염수(0.85% NaCl) 3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고, 사료를 약 2-3분간 

정치시킨 뒤 상등액 500 µL를 취하여 PDA평 배지에 도말한 다음 27℃에

서 약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정도를 확인하 다.

 ㉯ 보 기간  AFB1 생성 곰팡이 선원별 감수성

조사선원별에 따른 Aspergillus속 곰팡이의 감수성 확인 역시 앞서 설명

한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멸균사료 5 g에 포자 탁액을 종한 후 감마선과 자선을 각각 0, 3, 5, 

7  10 kGy로 조사한 뒤, 조사된 사료에 약 500 µL의 멸균생리식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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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하고 27℃에서 약 4주 동안 배양하여 선원종류에 따른 곰팡이의 생육

여부를 확인하 다.

③ 선원별 AFB1 표 물질의 감화 확인

AFB1 표 물질은 10% MeOH/PBST를 이용하여 0, 1, 5, 10, 50  100 

ng/mL의 농도로 비하여 0, 3, 6, 9  12 kGy선량으로 감마선과 자선

을 각각 조사하고 ELISA를 이용하여 두 선원에 한 AFB1 표 물질의 

감화 정도를 비교 확인하 다.

(2) OTA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OTA의 감화 효과

(가) OT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곰팡이 포자 탁액의 감수성 확인

 ㉮ Colony의 성장

앞서 설명한 AFB1 생성 곰팡이와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한국미생물센터와 

생물자원센터로부터 분양받은 4종의 OTA 생성 곰팡이 균주  본 연구실

에서 분리·보 된 Penicillium속 곰팡이를 상으로 각 곰팡이 균주에 한 

포자 탁액(10
7
spore/mL)을 각각 비하여 감마선 0, 1, 3, 5, 7  10 kGy로 

조사한 후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제거하고 멸균생

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 다. 재 부유된 포자 탁액 50 µL를 

PDA평 배지 앙에 한 후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

률을 확인하 다.

㉯ OTA 생성능

A. awamori  KCCM32316 등 3종의 OTA 생성 곰팡이 포자 탁액

(10
7
spore/mL)을 앞서 설명한 colony의 성장 확인과 동일한 선량으로 조사

한 후 각 포자 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분주하고, 27℃에서 20일 동

안 배양하면서 5일 간격으로 SLS액체배지 상에 생성된 OTA를 ELISA법

으로 측정하 다. OTA 분석에 사용된 ELISA법을 간략히 설명하면, 먼  

OTA-MAb을 PBS로 4,000배 희석하여 96 microtitre well에 100 µL씩을 

분주한 후 4℃에서 overnight하여 well에 고정시킨다. 반응시킨 well은 

PBST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SLS액체배지와 OTA-HRP conjugate를 각

각 50 µL씩 첨가하고 37℃에서 30분간 경쟁 반응시킨 후 PBST용액으로 6

회 재 세척하 다. 그 후 기질용액인 ABTS를 세척된 well에 100 µL씩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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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여 30분간 발색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05 nm 흡 도에서 

측정하 다(Table 16). 

Table 16. The optimal conditions of DC-ELISA for OTA

Steps of DC-ELISA Optimal conditions

1. Pre-coating plate Goat anti-mouse IgG 1:1000 in 0.05 M PBS

2. Coating OTA-MAb 1:4000 in 0.05 M PBS

3. Standard solution OTA in 10% methanol/0.05 M PBST

4. Enzyme tracer OTA-HRP 1:15000 in PBST

5. Substrate ABTS-0.03 % H2O2

6. Washing solution 0.05 M PBS containing 0.05% Tween 20(PBST)

7. Incubation time  

 •Pre-coating 4℃ overnight

 •Antibody-coating 37℃ for 1.5h

 •Competition 37℃ for 30min

 •Enzyme-substrate 37℃ for 30min

② 사료 속 OT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

앞서 언 된 Aspergillus속 곰팡이의 생육확인과 동일한 실험방법을 이용

하여 OTA 생성 곰팡이의 생육정도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 다. 멸균사료 5 

g에 Penicillium속 곰팡이를 10
7
spore/5 g수 으로 종하여 0, 1, 3, 5, 7 

 10 kGy로 조사한 후 멸균생리식염수 3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

다. 진탕된 사료를 약 2-3분간 정치시킨 뒤 상등액 500 µL를 취하여 

PDA평 배지에 도말하고, 27℃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여 곰팡이 생육정도

를 확인하 다. 

 ㉯ 보 기간  사료에서의 생육정도

 OTA 생성 곰팡이의 보 기간  생육정도를 확인하기 해 앞선 

Aspergillus속 곰팡이의 생육확인에서와 같이 멸균사료에 Penicillium속 곰

팡이 포자 탁액을 10
7
spore/5 g으로 종한 후  0, 3, 5, 7  10 kGy로 

조사하 다. 그 후, 약 500 µL의 멸균생리식염수를 첨가하고 27℃에서 약 4

주 동안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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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료별 OT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다양한 사료 속에 존재하는 OTA 생성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해 

개, 돼지  쥐 사료를 상으로 사료종류에 따른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 다. 먼 , 각 사료별로 5 g씩 conical tube에 칭량

하고, 30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멸균사료로 제조하 다. 비된 멸균사

료에 OTA 생성 곰팡이 4종을 10
7
spore/5 g으로 각각 종한 후 감마선 0, 

1, 3, 5,  7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 2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한 다음 약 2-3분 동안 정치시킨 뒤 10
1
-10

5
으로 단계희석을 실시하

다. 각 희석액 1 mL를 혼합희석평 배양법(pour-plate method)으로 혼합하

여 27℃에서 36시간동안 배양해서 곰팡이를 계수하 다.

(나) 표  OTA의 감화 측정

① OTA 표 물질의 감화

OTA 표 물질을 0, 0.05, 0.1, 0.5, 1  5 ng/mL의 농도로 비하여 0-5 

kGy선량으로 감마선을 조사한 후 ELISA법으로 OTA 표 물질의 감화 

정도를 확인하 으며, OTA를 검출하기 해 용된 ELISA는 앞서 설명한 

OTA 생성능 측정에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하 다. 

② 사료 속 OTA의 감화 확인

4 g씩 칭량된 멸균사료에 OTA 표 물질을 50과 100 ng/g로 각각 오염시

켜 0, 3  10 kGy로 방사선 조사한 후 사료에 70% methanol 20 mL를 첨

가하여 30분간 진탕한 뒤,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고 여과지

로 여과하 으며, 여과된 추출액은 PBST로 희석하여 ELISA법으로 분석하

다. 

(다)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곰팡이 포자 탁액의 선원별 감수성

방사선원에 따른 OTA 생성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해 각각 제조

된 Penicillium속 포자 탁액(10
7
spore/mL)에 감마선과 자선(0, 1, 3, 5, 7 

 10 kGy)을 각각 조사하고,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 시켜 상

등액을 제거하 다. 다시 멸균생리식염수 100 µL를 첨가하여 재 부유하고, 

포자 탁액 50 µL를 PDA평 배지 앙에 한 후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고자 colony 직경(mm)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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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료 속 OTA 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 배지 상의 생육정도

방사선원에 따른 OTA 생성 곰팡이의 생육확인을 배지 상에서 찰하기 

해 멸균사료에 Penicillium속 곰팡이를 10
7
spore/5 g 수 으로 종한 후 

감마선과 자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10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

식염수(0.85% NaCl) 3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 다. 진탕된 사료를 

약 2-3분간 정치시킨 뒤 상등액을 500 µL취하여 PDA평 배지에 도말한 

후 27℃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여 곰팡이 생육 정도를 확인하 다. 

 ㉯ 보 기간  OTA 생성 곰팡이 선원별 감수성

앞선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에서와 같이 멸균사료에 Penicillium속 곰팡

이 포자 탁액(10
7
spoere/5 g)을 종하고 감마선과 자선(0, 1, 3, 5, 7  

10 kGy)을 각각 조사하 다. 조사 후 멸균생리식염수 500 µL를 첨가한 후 

27℃에서 약 4주 동안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하 다.

③ 선원별 OTA의 감화 확인

OTA 표 물질은 10% MeOH/PBST로 0, 1, 5, 10, 50  100 ng/mL의 

농도로 비한 후 0, 3, 6, 9  12 kGy으로 감마선과 자선을 각각 조사

하고, ELISA법을 이용하여 두 선원에 한 OTA 감화 정도를 비교 확인

하 다. 

(3) ZEA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확인

(가)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곰팡이 포자 탁액의 감수성 확인 

 ㉮ Colony의 성장

앞서 옥수수에서 분리한 F. graminearum과 분양받은 F. sporotrichioides 

KCCM11657에 한 각각의 포자 탁액(10
7
spore/mL)을 비하고 감마선 

0, 1, 3, 5, 7  10 kGy 선량으로 조사하 다. 조사된 각 포자 탁액을 10

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제거한 후 멸균생리식염수 

100 µL를 첨가하여 재 부유하고 재 부유된 포자 탁액 50 µL를 PDA평

배지 앙에 하여 27℃에서 7일 동안 배양하면서 colony 직경을 측정

함으로써 곰팡이 성장률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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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A 생성능

ZEA을 생성하는 2종의 곰팡이 포자 탁액(10
7
spore/mL)을 감마선으로 0, 

1, 3, 5, 7  10 kGy 조사한 후 각 포자 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분

주하고, 27℃에서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5일 간격으로 SLS액체배지 상에 

생산된 ZEA을 ELISA법으로 측정하 다(Table 3). ZEA을 분석하기 해 

먼  ZEA-MAb을 PBS로 3,000배 희석하고, 96 microtitre well에 100 µL

씩을 분주한 후 4℃에서 overnight하여 well에 고정시켰다. 반응e wwell은 

PBST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SLS액체배지와 ZEA-HRP conjugate를 각각 

50 µL씩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경쟁반응 하 다. 경쟁반응이 끝난wwell

은 PBST용액으로 6회 세척하고, 기질용액인 3,3',5,5'-Tetramethylbenzidine 

(TMB)을 100 µL씩 첨가하여 20분간 발색시킨 후 반응정지 용액인 1 N 

HCl을 100 µL씩 첨가하여 세척과정 없이 바로 well을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ZEA의 생성정도를 확인하 다(Table 17).

Table 17. The optimal conditions of DC-ELISA for the detection of ZEA

Steps of DC-ELISA Optimal conditions

1. Pre-coating plate Goat anti-mouse IgG 1:1000 in 0.05 M PBS

2. Coating ZEA-MAb 1:100 in 0.05 M PBS

3. Standard solution ZEA in 10%methanol/0.05 M PBS

4. Enzyme tracer ZEA-HRP 1:3000 in PBS containing 1%BSA

5. Substrate TMB

6. Washing solution 0.05 M PBS containing 0.05% Tween20(PBST)

7. Incubation time  

  •Pre-coating 4℃ overnight

  •Antibody-coating 37℃ for 1.5h

  •Competition 37℃ for 30min

  •Enzyme-substrate 37℃ for 30min

② 사료 속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 배지 상의 생육정도

앞서 언 된 Aspergillus속과 Penicillium속 곰팡이의 생육확인과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멸균사료 5 g에 Fusarium속 곰팡

이를 103 spore/5 g수 으로 종하여 0, 1, 3, 5, 7  10 kGy로 조사한 후 

멸균생리식염수 30 mL를 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 다. 진탕된 사료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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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분간 정치시킨 뒤 상등액 500 µL를 취하여 PDA평 배지에 도말하고, 

27℃에서 약 24시간 배양하여 곰팡이 생육정도를 확인하 다. 

 ㉯ 사료별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다양한 사료 속에 존재하는 ZEA 생성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해 

개, 돼지  쥐 사료를 상으로 사료종류에 따른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을  다음과 같이 확인하 다. 먼 , 각 사료별로 5 g씩 conical tube에 칭량

하고, 30 kGy로 방사선 조사하여 멸균사료를 제조하 다. ZEA 생성 곰팡

이 2종을 비된 멸균사료에 각각 10
3
spore/5 g  10

5
spore/5 g로 종한 

후 감마선 0, 1, 3, 5,  7 kGy로 조사하고, 멸균생리식염수 20 mL를 첨가

하여 강하게 진탕한 다음 약 2-3분 동안 정치시킨 뒤 10
1
-10

5
으로 단계희

석을 실시하 다. 각 희석액 1 mL를 혼합희석평 배양(pour-plate method)

법으로 혼합하여 27℃에서 36시간동안 배양해서 곰팡이를 계수하 다.

2. 연구결과  고찰

가. AFB1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AFB1의 감화 효과

(1)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한 감수성 확인

(가) 곰팡이 포자 탁액의 감수성 확인

① Colony의 성장

4종의  AFB1 생성 곰팡이에 한 각 포자 탁액을 감마선 0, 1, 3, 5, 7  

10 kGy로 조사하여 배양기간(7일)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Fig. 8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4종의 포자 탁액 모두 3 kGy이하 선량에서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colony 크기가 차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flavus var. flavus KCCM60330과 사료에서 분리한 Aspergillus속 곰팡이는 

0과 1 kGy에 하여 14.9-19.7와 23.2-22.5 mm의 수 으로 각각 성장한 것

으로 나타났으며, 3 kGy로 조사한 곰팡이포자는 배양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지 않아 사멸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A. 

parasiticus  KCCM35078과 A. parasiticus KCCM35079의 경우, 3 kGy로 조

사된 곰팡이포자는 PDA배지에  후 2-3일이 경과함에 따라 곰팡이가 

생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colony 크기는 배양기간 동안 지속 으로 성장

하 으며, 7일차에는 colony 크기가 15.8과 12.1 mm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

었다. 따라서 AFB1 생성 곰팡이의 포자를 모두 사멸시키기 해서는 5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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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i growth. A; 

A. prasiticus KCCM35078, B; A. parasiticus KCCM35079, 

C; A. flavus var .flavus KCCM60330, D; Aspergillus 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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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kGy)

0 1 3 5 7

A. parasiticus 

KCCM35079

Aspergillus 

spp.

A. flavus  

KCCM60330

A. parasiticus 

KCCM35078

Fig. 9.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i growth.

② AFB1 생성능

방사선으로 조사된 AFB1 생성 곰팡이 포자 탁액을 20일 동안 SLS배지에

서 배양하여 조사선량에 한 AFB1 생성능을 측정한 결과, Table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0 kGy에서는 4균주 모두 배양 5일

차부터 곰팡이독소가 생성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A parasiticus는 최소 

228.8 ng/mL이상으로 AFB1이 다른 균 보다 높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그리

고 1 kGy로 조사한 경우, 0 kGy에서와 유사한 경향으로 AFB1이 검출되었

지만, A. parasiticus KCCM35079, A. flavus var. flavus KCCM60330  시

료에서 분리된 Aspergillus속 곰팡이는 3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 곰팡이독

소가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곰팡이의 생육이 해된 것으로 단되었

다. 그러나 A. parasiticus KCCM35078은 3 kGy로 조사한 경우 배양 기

에는 AFB1의 생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배양 10일차에는 3.6 ng/mL의 

AFB1이 검출되었으며 5 kGy의 감마선 조사에서는 AFB1이 검출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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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아 곰팡이의 생육이 해 된 것으로 생각된다. Zeinab
10)
 등의 연구

에 의하면 액체배지에 A. flavus를 종하여 26˚C에서 약 8일간 배양한 결

과, 1 kGy 조사시 AFB1이 약 3000 µL/L로 최고치를 나타내었고, 감마선 조

사량이 증가함에 따라 AFB1의 생성 정도가 체로 감소하 으며 3 kGy의 

선량에서는 AFB1이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감마선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곰

팡이의 성장이 억제되어 AFB1생성이 해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순수 곰

팡이만 존재 시의 colony 성장결과와 동일하게 5 kGy 이상의 감마선량이 

요구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8. Determination of AFB1 produced by aflatoxigenic fungi during 

storage period after gamma-irradiation          (Unit: ng/mL)

Fungi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1 5 10 15 20

A. parasiticus 

KCCM35078

0 ND* 485.1 >500 >500 >500

1 ND 485.9 >500 >500 >500

3 ND ND 3.6 7.6 15.9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A. parasiticus 

KCCM35079

0 ND 228.8 >500 >500 >500

1 ND >500 >500 >500 >500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A.flavus var. 

flavus 

KCCM60330

0 ND 3.8 161.7 209.9 212.4

1 ND ND 16.9 174.6 194.8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Aspergillus 

spp. 

0 ND 40.5 209.4 >500 >500

1 ND 89.8 266.6 >500 >500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3.5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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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료 속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

멸균된 쥐 사료에 임의로 Aspergillus속 곰팡이포자를 10
7
 spore/5 g로 오염

시킨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PDA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0과 1 kGy

로 조사된 경우에는 약 배양 3일후 곰팡이의 생육을 시각 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3 kGy 이상의 선량에는 곰팡이가 생육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따라서 사료에 오염된 곰팡이가 생육하기에 한 조건에서도 3 kGy의 

방사선조사에서는 곰팡이의 생육이 해되는 것을 확인하 다(Fig. 10).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10.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flatoxigenic 

fungi in feed on PDA.

② 보 기간  사료에서의 생육정도

앞서 언 된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보 기간  Aspergillus속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한 결과, Fig.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0과 1 kGy로 조사한 사료에서는 Aspergillus속 곰팡

이의 생육이 시각 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3 kGy 이상의 조사의 경우 4주 

경과 후에도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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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11.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spergillus 

spp. in feed.

(다) 사료별 AFB1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다양한 종류의 동물사료(쥐, 돼지, 개)를 상으로 사료 속에 존재하는 

AFB1 생성 곰팡이에 한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한 결과, Table 19에서 보

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0 kGy의 경우, 4종의 AFB1 생성 곰

팡이에 하여 약 5.5-6.6 log CFU/g수 으로 각각 계수되었고, 1 kGy선량

에서는 약 1.6-2.9 log CFU/g범 로 나타났다. 그리고 감마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3 kGy이상에서는 곰팡이

가 생육하지 않았으며, 각 사료종류에 따른 곰팡이 포자의 감수성은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료 속에 존재 가능한 곰팡이의 생육을 

억제하기 해서는 3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 등1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배합사료  호삼투압성 곰팡이는 2 kGy의 

조사에서 균수가 히 감소되었고, 5 kGy의 조사로서 곰팡이 균의 증식이 

히 억제된 것으로 보고하 으며, Aziz12) 등은 식품과 사료에서 곰팡이를 

제거하기 해서는 4 kGy의 감마선 조사가 요구된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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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flatoxigenic 

fungi in feeds       (Unit: log CFU/g) 

Fungi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se(kGy)

0 1 3 5 7

A. parasiticus 

KCCM35078

Dog 6.1±0.1 2.6±0.4 ND
*

ND ND

Pig 5.5±0.3 2.7±0.2 ND ND ND

Mouse 6.2±0.2 2.9±0.1 ND ND ND

A. parasiticus 
KCCM35079

Dog 6.3±0.0 2.5±0.0 ND ND ND

Pig 6.3±0.0 1.8±0.0 ND ND ND

Mouse 6.3±0.1 2.4±0.0 ND ND ND

A. flavus

KCCM60330

Dog 6.6±0.0 2.8±0.0 ND ND ND

Pig 6.4±0.1 2.4±0.0 ND ND ND

Mouse 6.5±0.2 2.9±0.0 ND ND ND

Aspergillus spp.

Dog 6.6±0.1 1.9±0.1 ND ND ND

Pig 6.6±0.1 1.6±0.2 ND ND ND

Mouse 6.6±0.0 2.2±0.1 ND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 5 CFU/g)

(2) 표  AFB1의 감화 측정

(가) AFB1 표 물질의 감화

액상의 AFB1 표 물질을 0.05, 0.1, 0.5, 1  5 ng/mL의 농도로 비하여 방

사선 조사 후 ELISA법을 이용하여 AFB1의 감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Fig. 

12와 같다. AFB1은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었고, 5 ng/mL의 농도에서는 1과 3 kGy의 방사선 조사 시 2.47과 0.28 ng/mL

의 수 으로 각각 검출되어 3 kGy의 조사로서 94.4%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Irradiation does (kGy)

0 1 2 3 4 5

0.0

1.0

2.0

3.0

4.0

5.0

6.0 AFB1 0.05 ng/mL
AFB1 0.1 ng/mL
AFB1 0.5 ng/mL
AFB1 1 ng/mL
AFB1 5 n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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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aqueous solutions of AF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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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료 속 AFB1의 감화

 멸균사료에 AFB1 표 물질을 인 으로 25, 50  100 ng/mL의 농도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을 조사하여 AFB1의 감화를 ELISA법으로 확인하

다. 그 결과, Table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과 10 kGy로 조사한 경우 각 

농도에 따라 체 으로 61.3-67.6과 49.1-60.3%수 으로 각각 감화된 것

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로서 사료 속에 AFB1이 오염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제거하기 해서는 10 kGy이상의 고선량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그러나 Hooshmand
13)
 등의 연구에 의하면 , 옥수수  콩등의 시료에 20 

kGy로 조사하여도 AFB1의 감소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하 고, 

Kume
14)
 등도 도정된 에 오염된 aflatoxin은 50 kGy이상의 감마선량에서

도 괴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어 곰팡이독소를 제거하기 해서는 보다 

효과 인 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Table 20.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aflatoxin B1 artificially spiked at 

feed 

Irradiation dose(kGy)

3 10

Spiked conc.(ng/mL)　 25 50 100 25 50 100

Detection conc.(ng/mL) 8.1 17.85 38.73 9.93 23.68 50.95

Reduction(%) 67.6 64.3 61.3 60.3 52.7 49.1

(3)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가) 곰팡이 포자 탁액의 선원별 감수성

Aspergillus속 곰팡이의 포자 탁액을 감마선과 자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10 kGy로 각각 조사한 후 배양하는 동안 colony의 직경을 측정

하 다. 그 결과, Table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마선과 자선에 한 

AFB1 생성 곰팡이 생육에는 큰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두 선원

에 하여 1 kGy로 조사한 후 배양 7일차에서는 기의 colony 크기보다 

약 16-17 mm 정도로 colony가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감마

선과 자선 두 선원 모두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AFB1 생성 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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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Influence of both irradiation on the aflatoxigenic fungi growth 

(Unit: mm)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1 2 3 4 5 6 7

Gamma-

irradiation

0 -
a
1.8±0.9b 4.2±1.0 6.4±1.3 14.4±1.1 16.2±0.6 17.1±0.8

1 - 1.1±0.4 3.4±0.5 5.6±0.6 13.0±1.4 15.2±1.2 17.3±1.5

3 - - - - - - -

5 - - - - - - -

7 - - - - - - -

10 - - - - - - -

Electron 

beam 

0 - 1.8±0.8 4.1±0.8 6.3±0.6 13.6±1.1 14.8±1.3 16.7±0.7

1 - 1.7±0.4 4.2±0.2 6.5±0.1 13.7±0.5 15.6±0.9 16.7±2.4

3 - - - - - - -

5 - - - - - - -

7 - - - - - - -

10 - - - - - - -

a 
- : Not growth

b Value(mm±SD): Difference for diameter of after and before incubation

(나) 사료 속 AFB1 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

사료에 임의로 Aspergillus속 곰팡이포자를 10
7
 spore/5 g로 오염시켜 감마선

과 자선으로 각각 조사한 후 배지 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 선원에 

한 Aspergillus속 곰팡이생육 억제효과는 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감마선과 자선은 0과 1 kGy로 각각 조사 시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었지만, 

3 kGy이상 조사에서는 곰팡이가 생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3).

(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B)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13. Influence of 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spergillus spp. in feed; 

PDA (A)gamma-irradiation, (B)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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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 기간  AFB1 생성 곰팡이 선원별 감수성 

멸균사료에 Aspergillus속 곰팡이를 종하여 감마선과 자선으로 각각 

조사하여 500 µL의 멸균증류수를 첨가한 후 27℃에서 약 4주 동안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하 다.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선원간의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각 선원에 하여 0과 1 kGy로 조사 시 

시각 으로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었지만,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4주 

후에도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B)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14. Influence of radiation on the survival of Aspergillus spp. in feed 

(A)gamma-irradiation, (B)electron beam. 

(다) 선원별 AFB1 표 물질의 감화 확인

AFB1 표 용액을 0, 1, 5, 10, 50  100 ng/mL의 농도로 비하여 방사선

원별로 조사한 후, 곰팡이독소의 감화 정도를 ELISA법으로 확인하 다. 

그 결과, Table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마선과 

자선 모두 곰팡이독소의 감률이 증가하 고, 감마선보다는 자선이 약

간 더 높은 감정도를 나타내었지만 큰 유의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두 

방사선원 모두 3 kGy의 선량에서는 90%이상의 곰팡이독소 감률을 보

다. 따라서 곰팡이독소는 고선량의 조사에도 완 한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단되므로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곰팡이독소의 제거에 한 연구보다는 곰

팡이독소의 생성을 제어하는 연구가 더 효과 인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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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Effect of both irradiation on aflatoxin B1 in aqueous solutions

          (Unit: ng/mL) 

Irradiation 
AFB1
conc. 
(ng/mL)

Irradiation dose(kGy)

0 3 6 9 12

Gamma

1
Detection conc.(ng/mL) 1 0.09 0.05 0.04 0.05

Reduction rate(%) - 91.3 95 96.3 95.3

5
Detection conc.(ng/mL) 5 0.31 0.14 0.09 0.05

Reduction rate(%) - 93.9 97.2 98.1 99

10
Detection conc.(ng/mL) 10 0.75 0.31 0.18 0.13

Reduction rate(%) - 92.5 96.9 98.2 98.7

50
Detection conc.(ng/mL) 50 1.9 1.27 1.66 0.61

Reduction rate(%) - 96.2 97.5 96.7 98.8

100
Detection conc.(ng/mL) 100 5.3 1.54 2.51 1.11

Reduction rate(%) - 94.7 98.5 97.5 98.9

Electron 

beam

1
Detection conc.(ng/mL) 1 0.06 0.06 0.05 0.06

Reduction rate(%) - 94.4 94.1 95.3 93.6

5
Detection conc.(ng/mL) 5 0.15 0.05 0.05 0.08

Reduction rate(%) - 97.1 98.9 99.0 98.5

10
Detection conc.(ng/mL) 10 0.37 0.07 0.06 0.06

Reduction rate(%) - 96.3 99.4 99.4 99.4

50
Detection conc.(ng/mL) 50 2.00 0.12 0.10 0.07

Reduction rate(%) - 96.0 99.8 99.8 99.9

100
Detection conc.(ng/mL) 100 4.20 0.16 0.12 0.07

Reduction rate(%) - 95.8 99.8 99.9 99.9

나. OTA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OTA의 감화 효과

(1) OT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한 감수성 확인

(가) 곰팡이포자 탁액의 감수성 확인

① Colony의 성장

3종의 OTA 생성 곰팡이에 한 포자 탁액을 감마선 0, 1, 3, 5, 7  10 

kGy로 조사한 후 배양기간(7일)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3종의 포

자 탁액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3 kGy이하의 선량에서 배양기간 동안 

colony 크기가 차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5, 16). A. 

awamori  KCCM32316은 0과 1 kGy에서 각각 58.6-51.0와 23.3-13.3 mm의 

수 으로 성장한 것으로 확인된 반면, 3 kGy에서는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 alutaceus KCCM 60421과 Penicillium속의 

경우, 3 kGy로 조사하고 PDA배지에 하여 2-3일이 경과한 후 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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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함에 따라 colony크기가 지속 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7일차에서는 크기가 31.3과 23.9 mm인 것으로 각각 확인되었다. 따라서 

OTA 생성 곰팡이의 포자를 모두 사멸시키기 해서는 5 kGy이상의 방사

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A)  (B)

  

(C)  (D)

 

Fig. 15.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i growth.

A; A. awamori KCCM32316, B; A. alutaceus KCCM60421

C; P. verrucosum KCTC6265, D; Penicillium spp.



- 45 -

Irradiation dose(kGy)

0 1 3 5 7

A. alutaceus 

KCCM60421

A. awamori 

KCCM32316

Penicillium 

spp.

P. 

verrucosum 

KCTC6265

Fig. 16.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i growth. 

② OTA 생성능

앞선 OTA 생성 곰팡이 포자 탁액에 한 colony의 성장확인과 동일한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한 후 그 포자 탁액은 SLS배지에 종시켜 20일 

배양기간 동안 방사선 조사에 따른 OTA 생성능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다음 Table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0과 1 kGy선량의 방사선 조사에서 배

양 5일 후 곰팡이독소가 생성되어 1 kGy이하의 선량에서는 곰팡이를 제거 

할 수 없는 것으로 단되며, OTA 생성 곰팡이의 완 사멸을 해서는 3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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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Determination of OTA produced by ochratoxigenic fungi during 

storage period after gamma-irradiation         (Unit: ng/mL)

Fungi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1 5 10 15 20

A. awamori 

KCCM32316

0 ND
*

8.3 15.2 25.2 44.0

1 ND ND 18.8 20.8 28.0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A. alutaceus 

KCCM60421

0 ND 100.2 174.9 185.5 >500

1 ND 66.6 87.5 127.0 >500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Penicillium 

spp. 

0 ND ND 11.2 17.5 40.0

1 ND ND 2.6 6.6 13.3

3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1.7 ng/mL)

(나) 사료 속  OT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

사료에 임의로 Penicillium속 곰팡이 포자 탁액을 10
7
 spore/5 g으로 오

염시키고, 방사선을 조사하여 멸균수에 포자를 재 부유한 후 PDA 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0과 1 kGy로 조사된 경우 곰팡이의 생육이 시각

으로 확인되었지만, 3 kGy이상 조사에서는 곰팡이가 생육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Fig.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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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17.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genic 

fungi in feed on PDA.

② 보 기간  사료에서의 생육정도

앞서 설명한 배지 상에서 Penicillium속 곰팡이에 한 생육확인과 동일한 

선량으로 조사한 후 멸균수 500 µL를 첨가하고, 27℃에서 4주 동안 배양하

여 Penicillium속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하 다. 그 결과, 0과 1 kGy의 

선량에서는 곰팡이의 생육이 시각 으로 확인되었지만, 3 kGy 이상의 조사

에서 배양기간(4주)동안 곰팡이가 생성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료의  Penicillium속 곰팡이는 3 kGy이상의 조사로 곰팡이의 생육을 

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Fig. 18).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18.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genic fungi in f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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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료별 OT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다양한 종류의 동물사료(쥐, 돼지, 개)를 상으로 사료 속에 임의로 OTA 

생성 곰팡이 포자 탁액을 오염시킨 후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한 결과, 

Table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0과 1 kGy로 조사한 경우 3종의 OTA 생성 

곰팡이에 하여 약 5.0-6.4  1.0-3.9 log CFU/g수 으로 각각 검출되어 

체 으로 감마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OTA 생성 곰팡이도 감소하는 것으

로 확인하 다. 한 4 종의 곰팡이 모두 3 kGy이상으로 조사한 경우에는 

사료 속에서 OTA 생성 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았고, 각 사료종류에 따른 

OTA 생성 곰팡이포자의 방사선 감수성은 부분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 

큰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Applegate
15)
 등의 연구에서 A. ochraceus가 

완 히 해되기 해서는 4 kGy가 요구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

한 연구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사료 속에 존재 가능한 OTA 생성 곰

팡이의 감화를 해서는 3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Table 24.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n 

A produce fungi in feeds                     (Unit: log CFU/g) 

Fungi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se(kGy)

0 1 3 5 7

A. awamori

KCCM32316

Dog 5.9±0.2 3.9±0.1 ND
*

ND ND

Pig 5.8±0.1 3.5±0.4 ND ND ND

Mouse 5.9±0.0 3.6±0.1 ND ND ND

A. alutaceus

KCCM60421

Dog 6.3±0.1 1.7±0.5 ND ND ND

Pig 6.4±0.1 1.7±0.2 ND ND ND

Mouse 6.5±0.2 1.2±0.6 ND ND ND

Penicillium spp.

Dog 6.2±0.1 3.6±0.0 ND ND ND

Pig 6.1±0.1 3.2±0.3 ND ND ND

Mouse 6.3±0.4 3.1±0.2 ND ND ND

P. verrucosum

KCTC6265

Dog 5.8±0.3 1.1±1.3 ND ND ND

Pig 5.0±0.3 1.0±1.1 ND ND ND

Mouse 5.8±0.3 1.5±1.1 ND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5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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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  OTA의 감화 측정

(가) OTA 표 물질의 감화

액상의 OTA 표 물질을 0, 0.5, 1, 5, 10  50 ng/mL의 농도로 비하여 방

사선 조사 후 ELISA법으로 OTA 감화 정도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 Fig. 19

과 같다. 즉, AFB1과 같이 방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OTA의 농도가 감소되

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4 kGy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한 경우에

는 8.8 ng/mL농도로 검출되어 OTA의 기농도(50 ng/mL)에 비해 80%의 감

소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생성된 모든 곰팡이독소를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

로써 완 히 제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단되므로 곰팡이독소를 

제거하기 보다는 곰팡이독소 생성 이 에 곰팡이의 생육을 제어하는 것이 

더 효과 일 것으로 단된다.

Fig. 19.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aqueous solutions of ochratoxin A.

(나) 사료 속 OTA의 감화 

OTA 표 물질을 50과 100 ng/mL의 농도로 멸균사료에 오염시킨 후 방사

선을 조사하여 사료 속에서 OTA 표 물질의 감화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25와 같다. 50 ng/mL의 농도에서는 3과 10 kGy의 방사선 조사에서 

약 51.0과 42.6%의 감율을 나타내었고, 10 kGy의 선량에서는 약 51.9와 

46.9%으로 각각 확인되어 사료 속 곰팡이독소 역시 방사선 조사에 의한 완

한 제어는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료 

속 OTA의 오염을 해하기 해서는 OTA 생성 곰팡이의 오염을 미리 차

단하는 연구가 더욱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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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ochratoxin A artificially spiked at feed

(Unit: ng/mL) 

Spiked 

Irradiation dose(kGy)

3  10

conc.(ng/mL) 50 100 50 100

Detected conc.

(ng/mL)
24.48 48.09 28.7 53.01

Reduction (%) 51.04 51.91 42.61 46.99

(3)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가) 곰팡이 포자 탁액의 선원별 감수성

Penicillium속 곰팡이의 포자 탁액을 감마선과 자선으로 0, 1, 3, 5, 7 

 10 kGy로 각각 조사한 후 배양하는 동안 colony의 직경을 측정한 결과, 

Table 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마선과 자선은 곰팡이 생육에 유사한 

해효과를 보여 큰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마선과 자선으로 0과 1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후 배양하는 동안 colony size는 지속 으로 성장하

여 배양 7일차에서는 약 17-19 mm 정도로 크기가 확장되지만 두 선원 모

두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곰팡이가 생육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6. Influence of both irradiation on the ochratoxigenic fungi growth

         (Unit: mm)
a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s(Day)

1 2 3 4 5 6 7

Gamma-

irradiation

0 -a 3.9±0.2b 6.7±0.1 8.2±0.1 14.5±1.2 15.4±1.1 17.1±1.1

1 - 1.7±0.1 5.5±0.1 8.0±0.3 13.8±0.1 16.2±0.1 17.2±0.5

3 - - - - - - -

5 - - - - - - -

7 - - - - - - -

10 - - - - - - -

Electron 

beam

0 - 3.5±0.3 6.4±0.2 8.5±0.1 14.7±0.0 16.0±0.1 17.4±0.1

1 - 2.4±0.1 5.8±0.1 8.7±0.6 15.4±1.0 17.3±0.8 19.3±1.0

3 - - - - - - -

5 - - - - - - -

7 - - - - - - -

10 - - - - - - -

a 
- ; Not growth

b 
Value(mm±SD): Difference for diameter of after and before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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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료 속 OTA 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 

사료에 임의로 Penicillium속 곰팡이를 10
7
 spore/5 g으로 오염시켜 감마

선과 자선을 각각 조사한 후 배지 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두 

선원에 한 Penicillium속 곰팡이의 생육억제 효과는 체 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즉 0과 1 kGy로 조사된 경우, 곰팡이의 성장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지만, 두 선원 모두 3 kGy이상 조사한 사료에서는 Penicillium

속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지 않았다(Fig. 20).

(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B)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20. Influence of 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genic fungi 

in feed on PDA. (A)gamma-irradiation, (B)electron bean.

② 보 기간  OTA 생성 곰팡이의 선원별 감수성

배지 상의 생육정도 확인에서와 동일한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 후 멸균증류

수를 첨가하고 배양하여 곰팡이의 생육여부를 확인 결과, Fig.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선 배지 상에서의 실험과 동일하게 두 선원간의 유의  차이

는 없었다. 0  1 kGy선량에서는 곰팡이가 생육되는 것을 시각 으로 확

인할 수 있었지만, 3 kGy 이상의 조사에서는 4주 후에도 곰팡이가 생육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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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B)

0 kGy 1 kGy 3 kGy

5 kGy 7 kGy 10 kGy

Fig. 21. Influence of radiation on the survival of ochratoxigenic fungi 

on feed. (A)gamma-irradiation, (B)electron bean.

(다) 선원별 OTA 표 물질의 감화 확인

OTA 표 용액을 0, 1, 5, 10, 50,  100 ng/mL의 농도로 비하고 감마

선과 자선을 이용하여 방사선원별로 조사한 후, 곰팡이독소의 감화 정

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Table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검출되는 곰팡이독소의 농도가 감소하 으며, 감마선보다 자

선을 이용한 경우 곰팡이독소의 감화가 다소 더 높게 나타났으나 큰 유

의차는 없었다. 감마선으로 6 kGy의 조사시 10, 50  100 ng/mL의 OTA

농도에서 약 90%이상의 감률을 나타내었고, 자선의 경우에는 3  6 

kGy 선량에서 80  약 90%이상의 감률을 보 다. 그러나 두 선원 모두 

곰팡이독소의 감화 효과는 확인되었지만, 완 한 제거가 어려운 것으로 

단되어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 곰팡이독소의 제어 보다는 곰팡이 제어가 

더 효과 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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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7. Effect of both irradiation on ochratoxin A in aqueous solution.

   (Unit: ng/mL)

Irradiation 
OTA

conc. 
(ng/mL)

Irraditon dose(kGy)

0 3 6 9 12

Gamma-

irradiation

1
Detection conc.(ng/mL) 1 1.17 0.75 0.25 0.47

Reduction rate(%) - -
a

24.7 75.1 53.2

5
Detection conc.(ng/mL) 5 2.65 0.75 0.53 0.4

Reduction rate(%) - 47.0 84.9 89.4 91.9

10
Detection conc.(ng/mL) 10 4.12 0.79 0.62 0.9

Reduction rate(%) - 58.8 92.1 93.8 91.0

50
Detection conc.(ng/mL) 50 20.33 2.70 3.14 2.10

Reduction rate(%) - 59.3 94.6 93.7 95.8

100
Detection conc.(ng/mL) 100 33.96 3.25 5.18 4.39

Reduction rate(%) - 66.0 96.7 94.8 95.6

Electron 

beam

1
Detection conc.(ng/mL) 1 0.48 0.09 0.45 0.35

Reduction rate(%) - 52.5 90.8 54.9 65.4

5
Detection conc.(ng/mL) 5 0.63 0.47 0.50 0.56

Reduction rate(%) - 87.4 90.7 90 88.8

10
Detection conc.(ng/mL) 10 1.10 0.73 0.64 0.85

Reduction rate(%) - 89.0 92.7 93.6 91.5

50
Detection conc.(ng/mL) 50 5.3 1.22 0.71 0.93

Reduction rate(%) - 89.4 97.6 98.6 98.1

100
Detection conc.(ng/mL) 100 13.68 1.51 0.69 1.42

Reduction rate(%) - 86.3 98.5 99.3 98.6

a 
- : Not detected

다. ZEA 생성 곰팡이의 생육 억제 확인

(1)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에 한 감수성 확인

(가) 곰팡이 포자 탁액의 감수성 확인

① Colony의 성장 

ZEA 생성 곰팡이인 F. graminearum  F. sporotrichioides KCCM11657 

포자 탁액을 상으로 감마선 0, 1, 3, 5, 7  10 kGy로 조사하여 7일 동

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Fig.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종의 ZEA 생

성 곰팡이는 0과 3 kGy로 조사하 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colony의 직

경이 차 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배양 5일차에는 ZEA 생성 

곰팡이의 colony가 약 87.0 mm정도로 성장하 고, 5 kGy의 조사에서는 배

양 기 곰팡이의 성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약 2-3일이 경과함에 따라 

ZEA 생성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어 그 이후의 배양기간 동안 colony 크

기가 지속 으로 성장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두 곰팡이 모두 7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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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방사선조사시 배양기간 동안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지 않아 방사선 조

사에 의해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ZEA을 생성

하는 Fusarium속 곰팡이를 모두 제거하기 해서는 7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A)  (B)
 

Fig. 22.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fungi growth. A; F. 

graiminearum, B; F. sporotrichioides KCCM11657.

② ZEA 생성능

 ZEA 생성 곰팡이의 포자 탁액을 앞의 곰팡이 포자 탁액의 감수성 확

인에서와 동일하게 방사선을 조사하여 SLS배지에 종시키고,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ZEA 생성능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다음 Table 2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양시간이 지남에 따라 ZEA

이 생성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3 kGy이하의 선량에서는 배양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ZEA이 생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5 kGy이상의 선량으로 방

사선 조사한다면 ZEA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 55 -

Table 28. Analysis of zearalenone produced by Fusarium spp. irradiated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Unit: ng/mL)

Fungi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1 5 10 15 20

F. graminearum

0 ND* 1.6 1.4 3.6 5.8

1 ND 0.9 0.9 1.1 3.9

3 ND ND ND 1.4 3.4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F. sporotrichioides 

KCCM11657

0 ND 0.8 1.0 2.3 4.4

1 ND ND 1.0 1.5 3.6

3 ND ND ND 1.3 2.9

5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0.6 ng/mL)

(나) 사료 속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배지 상의 생육정도

사료에 임의로 Fusarium속 곰팡이 포자를 10
3
 spore/5 g으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 조사하고, 멸균수에 포자를 재 부유한 후 PDA상에서 생육정도를 

확인한 결과, 0, 1, 3 kGy로 조사된 경우, 곰팡이가 생육하는 것으로 나타

났지만 5 kGy이상 조사시에는 Fusarium속 곰팡이가 생육되지 않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② 사료별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앞서 실험한 AFB1  OTA 생성 곰팡이의 사료 종류에 따른 방사선 감

수성 확인에서와 동일한 동물사료를 이용하여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을 확인하 다. 그 결과 Table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

하지 않은 경우에 F. graminearum과 F. sporotrichioides KCCM11657은 

2.1-2.6과 4.1-4.7 log CFU/g의 수 으로 곰팡이가 검출되었지만 1 kGy로 조사

된 사료에서는 각각 1.3-1.9과 2.9-3.5 log CFU/g으로 방사선 조사에 의해 

감화 되었다. 한 F. sporotrichioides KCCM 11657은 3 kGy의 선량에서도 

곰팡이가 생육되어 약 1.4 log CFU/g으로 나타나 F. graminearum보다 방사선

에 한 감수성이 더 낮은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두 곰팡이 모두 5 kG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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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선량에서는 사료 속 곰팡이의 생육이 해되고, 각 사료종류별에 따른 곰

팡이 포자의 방사선 감수성 유의차는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사

료 속 ZEA 생성 곰팡이포자의 감화를 해서는 AFB1과 OTA 생성 곰팡

이 보다 좀더 높은 5 kGy의 방사선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Table 29.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zearalenone 

producing fungi in feeds

(Unit: log CFU/g) 

Fungi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se(kGy)

0 1 3 5 7

F. graminearum

Dog 2.4±0.2 1.3±0.1 ND
*

ND ND

Pig 2.1±0.3 ND ND ND ND

Mouse 2.6±0.1 1.9±0.1 ND ND ND

F. sporotrichiodes

KCCM11657

Dog 4.7±0.1 3.5±0.2 1.4±0.6 ND ND

Pig 4.1±0.3 2.9±0.3 ND ND ND

Mouse 4.6±0.3 3.5±0.3 1.5±0.1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5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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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안 한 사료의 공 을 한 방사선조사 최 조건 확립

1, 2차년도에 수행되었던 곰팡이독소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효과와 방

사선원별, 에 지수 별 조사에 의한 해곰팡이의 독소생성 해 효과 등의 실

험결과를 바탕으로 곰팡이의 혼합존재에 따른 최  방사선 선량과 시 에 유통

되는 동물사료의 안 한 공 을 하여 사료종류에 따른 방사선 조사의 최 조

건 확립을 한 실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1. 실험 재료  방법 

가. 실험 재료 

(1) 공시균주  배지

1, 2차년도의 실험에 사용된 AFB1, OTA  ZEA 생성 곰팡이  방사선에 

한 항성이 가장 큰 균주인 A. parasiticus KCCM35079(AFB1), A. alutaceus 

KCCM60421(OTA)   F. graminearum(ZEA)를 각각 선택하여 당해연도 연구

에 사용하 다. 그리고 본 연구에 사용된 배지는 균주를 활성화하고 포자 탁액

을 조제하기 해서 앞서 설명한 SLS과 PDA를 각각 사용하 다. 

(2) 균주의 배양과 혼합포자 탁액의 조제

1, 2차 년도에서 사용된 동일한 방법으로 균주를 배양하고 혼합포자 탁액을 

조제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 실험 방법 

(1) 혼합 곰팡이에 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가) 2종 혼합표 균주에 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일반 으로 사료에는 단일 곰팡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곰팡이가 

혼합 으로 존재하여 서로 상호작용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2

종 이상의 곰팡이 존재 시 방사선 감수성에 하여 확인하 다. 

① Colony의 성장

앞서 수행된 각 단일 곰팡이 포자 탁액에 한 colony 성장 확인 실험과 동일

한 방법으로 혼합곰팡이에 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먼 , 각 곰팡이독

소 생성균주  방사선에 한 항성이 강한 균주를 각각 선택하여 AFB1과 

OTA 생성 혼합곰팡이, OTA와 ZEA 생성 혼합곰팡이  AFB1과 ZEA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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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혼합곰팡이의 포자 탁액(10
7
spore/mL)을 각각 제조하여 Co-60 감마선을 

이용하여 0, 1, 3, 5, 7  10 kGy로 조사하고,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

분리시켜 상등액을 제거한 후 멸균생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하여 재 부유하

다. 재부유된 포자 탁액 50 µL를 PDA평 배지 앙에 한 후 27℃에

서 7일동안 배양하면서 colony 직경을 측정하여 곰팡이 성장을 확인하 다. 

 ② 곰팡이독소 생성능

AFB1과 OTA 생성 혼합곰팡이, OTA와 ZEA 생성 혼합곰팡이  AFB1과 

ZEA 생성 혼합곰팡이 포자 탁액(10
7
spore/mL)을 colony의 성장확인과 동일한 

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 후 각 포자 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분주하고, 

27℃에서 20일동안 배양하 다. 배양기간  5일 간격으로 혼합곰팡이가 성장한 

SLS액체배지를 고압멸균(121℃, 15분)시켜 여과하고, 액체배지를 희석하여 곰팡

이독소 생성능을 측정하 다. 용된 ELISA분석법은 앞서 단일곰팡이의 곰팡이

독소 생성능 분석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 다(Table 30).

Table 30. The optimal conditions of DC-ELISA for detection of AFB1, OTA and ZEA

Steps of DC-ELISA Optimal conditions

1. Pre-coating plate Goat anti-mouse IgG 1:1000 in 0.05 M PBS

2. Coating AFB1;AFB1-MAb 1:3000 in 0.05 M PBS

OTA;OTA-MAb 1:4000 in 0.05 M PBS

ZEA;ZEA-MAb 1:100 in 0.05 M PBS

3. Standard solution AFB1;AFB1 in 10% methanol/0.05 M PBST

OTA;OTA in 10%methanol/0.05 M PBST

ZEA;ZEA in 10%methanol/0.05 M PBS

4. Enzyme tracer AFB1;AFB1-HRP 1:15000 in PBS containing 1%BSA

OTA;OTA-HRP 1:15000 in PBST

ZEA;ZEA-HRP 1:3000 in PBS containing 1%BSA

5. Substrate AFB1;ABTS-0.03 % H2O2,

OTA;ABTS-0.03 % H2O2,

ZEA;TMB

6. Washing solution 0.05 M PBS containing 0.05% Tween20(PBST)

7. Incubation time  

  •Pre-coating 4℃ overnight

  •Antibody-coating 37℃ for 1.5h

  •Competition 37℃ for 30min

  •Enzyme-substrate 37℃ for 30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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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료 속 혼합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사료 속에 존재하는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해 개, 돼지  쥐 사

료를 이용하여 사료종류에 따른 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 다. 먼 , 펠릿

형태의 개와 쥐사료는 분쇄기에 분쇄하여 가루 형태로 만든 후 각 사료별

로 5 g씩 conical tube에 칭량하고, 30 kGy로 방사선을 조사하여 멸균사료

로 만들었다. 비된 멸균사료에 하여 clean bench내에서 혼합배양곰팡이

(AFB1과 OTA 생성 혼합곰팡이, OTA와 ZEA 생성 혼합곰팡이  AFB1

과 ZEA 생성혼합곰팡이)를 각각 10
7
spore/5 g으로 종하여 감마선 0, 1, 

3, 5,  7 kGy로 조사하 다. 그 후 멸균생리식염수를 각 20 mL씩 첨가하

여 강하게 진탕하고, 약 3분 동안 정치시킨 뒤 10
1
-10

5
로 단계희석한 후 각 

희석액 1 mL를 혼합희석평 배양(pour-plate method)법으로 혼합한 후 2

7℃에서 36시간동안 배양하여 곰팡이를 계수하 다.

(나) 3종 혼합표 균주에 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① Colony의 성장

앞선 2종 혼합표 균주에서와 같이 방사선에 항성이 가장 강한 균주를 

선택하여 혼합포자 탁액(10
7
spore/mL)을 조제한 후 Co-60 감마선을 이용

하여 0, 1, 3, 5, 7  10 kGy선량으로 방사선을 조사하고, 10분 동안 8000 

rpm으로 원심분리시켜 상등액을 제거한 후 멸균생리식염수를 100 µL 첨가

하여 재 부유하 다. 재 부유된 포자 탁액 50 µL를 PDA평 배지 앙에 

하고 27℃에서 7일동안 배양하면서 곰팡이 성장을 확인하 다. 

② 곰팡이독소 생성능

감마선 조사에 따른 곰팡이포자의 곰팡이독소 생성여부를 확인하기 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 다. 먼  AFB1, OTA  ZEA을 생

성하는 혼합포자 탁액(10
7
spore/mL)을 Co-60 감마선 0, 1, 3, 5, 7  10 

kGy로 조사하고, 조사된 각 포자 탁액 30 µL를 SLS액체배지에 각각 분주

한 후, 27℃에서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5일 간격으로 SLS액체배지의 곰팡

이독소 생성능을 측정하 다. 용된 ELISA분석법은 앞서 단일곰팡이의 

곰팡이독소 생성능 분석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분석하 다.

③ 사료 속 혼합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사료 속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확인 역시 앞선 2종의 혼합표 균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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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수행되었고, 멸균된 3종의 동물사료에 AFB1, 

OTA  ZEA을 생성하는 3종 혼합포자 탁액을 10
7
spore/5 g으로 종하

다. 종된 종된 종감마선 0, 1, 3, 5,  7 kGy로 조사하여 멸균생리식염수 

20 mL 종첨가하여 강하게 진탕하고, 약 2-3분동안 정치시킨 뒤 10
1
-10

5
으

로 단계희석한 후 각 희석액 1 mL를 혼합희석평 배양법으로 혼합하여 2

7℃에서 36시간동안 배양한 다음 곰팡이를 계수하 다.

(2) 시  사료에 한 방사선 조사 효과 확인

(가) 방사선 조사된 소포장(Lab scale) 사료의 방사선 조사 효과 

 ① 장기간  곰팡이 생육 변화

시 에 유통되고 있는 동물사료(돼지, 쥐, 개)에 하여 방사선 조사에 의

한 단기(1개월)와 장기(6개월) 장동안의 곰팡이 생육변화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찰하 다. 동물사료는 polyethylene bag에 100 g씩 칭량하여 포

장한 다음 0, 3, 5, 7  10 kGy의 선량으로 감마선을 조사하고, 사료를 실

온에 보 하면서 단기 장은 6일 간격으로, 장기 장은 1개월 간격으로 분

석을 각각 실시하 다. 각 사료 10 g에 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균

질하고, 단계희석하여 선택배지(RBA)에 도말한 다음 27℃에서 3일 동안 배

양하여 계수하 다.

 ② 장기간  곰팡이독소 생성 확인

앞선 곰팡이의 생육변화 실험에서 사용된 동일한 사료를 이용하여 단기  

장기 장 동안 곰팡이독소 생성정도를 확인하 다. 펠릿형태의 사료는 분쇄

한 뒤 동물사료별로 각각 5 g을 칭량하고, 70% methanol 25 mL를 첨가하여 

30분간 혼합 후 8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다. 상등액을 filter paper

로 여과하고, 희석용액으로 희석한 후 ELISA법을 이용하여 곰팡이독소 분석

을 실시하 다.

(나) 방사선 조사된 시 (commercial scale)사료의 방사선 조사 효과 

 ① 장기간  곰팡이 생육 변화

시 에 유통되고 있는 펠릿 형태의 개와 쥐 사료를 구입하여 개 되지 않은 

상태로 방사선을 조사하고 장기 장(6개월)동안 곰팡이의 감화 효과에 

한 실험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포장된 상태의 사료는 앞서 소포장 사료

의 방사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0, 5, 6  7 kGy의 선량으로 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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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조사하 고, 조사된 사료는 실온에 보 하면서 6개월 동안 1개월 간격으

로 곰팡이 생육변화를 다음과 같이 확인하 다. 채취된 각 사료를 10 g씩 칭

량하고 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균질화 시킨 뒤 단계희석을 거쳐 선

택배지(RBA)에 도말하여 27℃에서 3일 배양 후 계수함으로써 곰팡이 생육을 

확인하 다. 

 ② 장기간  곰팡이독소 생성 확인

곰팡이독소 분석 역시 앞선 곰팡이 생육변화에서와 동일한 시 사료를 이용

하여 1개월 간격으로 개  한 사료의 일부분을 채취하여 분석하 다. 각 동

물사료를 분말형태로 분쇄하고, 5 g을 칭량하여 70% methanol 25 mL를 첨

가해 30분간 혼합한 후 곰팡이독소를 추출하 다. 8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후 상등액을 filter paper로 여과하고, 희석하여 ELISA법으로 곰팡이독

소 생성여부를 확인하 다. 

2.  연구결과  고찰 

가. 혼합곰팡이에 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1) 2종 혼합표 균주에 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가) Colony의 성장

두 종류의 균주를 혼합배양하여 만든 각각의 포자 탁액을 Co-60 감마선 

0, 5, 7, 10  12 kGy로 조사하여 7일 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AFB1과 OTA을 생성하는 혼합배양곰팡이와 OTA와 ZEA을 생성하는 혼합

배양곰팡이는 0 kGy에서 배양기간이 경과할수록 colony가 차 성장하여 7

일차에는 colony 직경이 44.9와 39.5 mm로 증가되었지만, 5 kGy이상의 방

사선조사에서는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었다. 반면 AFB1과 ZEA을 생성하

는 혼합배양곰팡이는 0 kGy조사의 경우 배양 7일차에 colony크기가 56.7 

mm까지 성장하 고, 앞서 두 혼합배양곰팡이와 달리 5 kGy 선량에서는 배

양 5일차부터 ZEA 생성 곰팡이인 Fusarium속 곰팡이가 성장하는 것이 확

인되었다. 이는 앞선 단일 곰팡이의 실험결과에서와 비슷한 경향으로 ZEA 

생성 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이 다른 곰팡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생각되며, 

OTA와 ZEA 생성 혼합배양곰팡이의 경우에는 OTA 생성 곰팡이의 향으

로 ZEA 생성 곰팡이의 생육이 해 받은 것이라 단된다. 따라서 두 종류

의 혼합 배양곰팡이를 해하기 해서는 7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가 요구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Tabl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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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Effect of gamma-irradiation on the growth of mixed two fungi with colony size               (Unit: mm)
a

Mixed fungi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 2 3 4 5 6 7

Aflatoxigenic fungi 

and ochratoxigenic  

fungi

0 -a 5.3±0.2b 15.5±0.1 24.3±0.2 30.4±0.4 36.3±0.5 43.4±0.7 44.9±2.1 

5 - - - - - - - -

7 - - - - - - - -

10 - - - - - - - -

12 - - - - - - - -

Ochratoxigenic fungi 

and zearalenone 

producing fungi

0 - 3.0±0.0 11.5±0.1 17.5±0.7 21.5±0.7 27.2±0.0 34.8±0.2 39.5±1.8

5 - - - - - - - -

7 - - - - - - - -

10 - - - - - - - -

12 - - - - - - - -

Aflatoxigenic fungi 

and zearalenone 

producing fungi

0 - 4.2±1.9 13.9±0.3 24.4±0.4 36.5±0.2 47.0±2.3 56.7±1.1 74.7±3.9

5 - - - - - 5.7±3.5 19.8±0.9 33.7±2.1

7 - - - - - - - -

10 - - - - - - - -

12 - - - - - - - -

a 
- : Not growth

b 
Value(mm±SD): Difference for diameter of after and before incub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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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곰팡이독소 생성능 

앞선 혼합균주에 한 colony 성장 실험과 동일하게 방사선 조사된 2종 

균주의 혼합포자 탁액을 SLS배지에 종시켜 20일 동안 배양하면서 방사

선 조사에 한 곰팡이독소 생성능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아래 Table 3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B1과 OTA를 생성하는 곰팡이가 혼재시 OTA는 

방사선 조사와 계없이 생성되지 않았고, AFB1은 3 kGy이상에서 생성이 

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3에서도 AFB1과 ZEA을 생성하는 혼

합균의 경우 3 kGy이상의 조사로 곰팡이독소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보

아 AFB1과 ZEA이 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OTA와 ZEA의 경우 

Table 34에서와 같이 5 kGy 이상 조사시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2. Determination of AFB1 and OTA produced by growth of 

mixed two fungi irradiated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

(Unit: ng/mL)

Irradiation

dose(kGy)
Mycotoxin

Storage period (Days)

1 5 10 15 20

0
AFB1 5.54 6.10 >10 >10 >10

OTA ND* 0.54 0.62 ND ND

1
AFB1 5.65  6.43 7.30 9.93 >10 

OTA ND 0.52 ND ND 0.61 

3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5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7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10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12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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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Determination of AFB1 and ZEA produced by growth of mixed 

(Unit: ng/mL)

Irradiation

dose(kGy)
Mycotoxin

Storage period(Days)

1 5 10 15 20

0
AFB1 1.22 >10 >10 >10 >10

ZEA 3.29 2.13 2.64 2.82 4.17 

1
AFB1 1.37 >10 >10 >10 >10

ZEA 2.60  2.04 3.46 2.69 3.05 

3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5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7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0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2
AFB1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ND: Not detected

Table 34. Determination of OTA and ZEA produced by growth of mixed two fungi 

irradiated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

(Unit: ng/mL)

Irradiation

dose(kGy)
Mycotoxin

Storage  period(Days)

1 5 10 15 20

0
OTA ND* ND ND ND ND

ZEA 2.83  7.95 8.44 13.65 22.91 

1
OTA ND ND ND ND ND

ZEA 3.10  6.60 5.15 5.28 3.68 

3
OTA ND ND ND ND ND

ZEA 2.54 2.68 3.53 4.93 4.11 

5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7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0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2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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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료 속 혼합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사료 속에 존재하는 혼합곰팡이의 감수성을 확인하기 해 다양한 종류의 

멸균된 동물사료(쥐, 돼지, 개)를 비하고, AFB1과 OTA 생성 곰팡이, 

OTA와 ZEA 생성 곰팡이  AFB1과 ZEA 생성 곰팡이를 각 동물사료에 

10
7
spore/5 g수 으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1, 3, 5, 7 kGy)을 조사하 다. 

그 결과, Table 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5.7-6.6 log CFU/g, 1 kGy로 조사된 사료에서는 1.5-3.1 log CFU/g범 로 

곰팡이가 찰되었다. 그리고 3종의 혼합곰팡이 모두 3 kGy이상의 조사선

량에서는 사료에서 곰팡이의 생육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각 사료종류에 

해서도 곰팡이 포자에 한 유의 인 방사선 감수성 효과를 확인 할 수 없

었다. 특히, 앞서 실시된 2종의 균주 혼합배양포자 탁액에 한 방사선 감

수성 확인 실험에서는 5 kGy선량에서 곰팡이가 감화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사료에 용한 경우에는 모든 곰팡이가 3 kGy에서 감화되는 것으

로 확인되어 비교  혼합배양포자 탁액 보다는 사료에서 방사선에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35.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mycotoxin 

produce fungi in feeds                      (Unit: log CFU/g)

Mixed fungi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se(kGy)

0 1 3 5 7

Aflatoxigenic and 

ochratoxigenic 

fungi

Dog 6.2±0.1 2.8±0.1 ND
*

ND ND

Pig 6.6±0.4 2.6±0.0 ND ND ND

Mouse 6.0±0.1 2.9±0.0 ND ND ND

ochratoxigenic and 

zearalenone 

producing fungi

Dog 6.3±0.1 2.4±0.0 ND ND ND

Pig 6.3±0.1 1.5±0.5 ND ND ND

Mouse 6.4±0.0 2.5±0.4 ND ND ND

Aflatoxigenic and

zearalenone 

producing fungi

Dog 6.1±0.1 2.7±0.6 ND ND ND

Pig 5.7±0.2 2.3±0.2 ND ND ND

Mouse 5.9±0.1 3.1±0.0 ND ND ND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5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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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종 혼합표 균주에 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가) Colony의 성장 

3종의 혼합표 균주를 혼합 배양하여 조제한 포자 탁액을 Co-60 감마선 

0, 5, 7, 10  12 kGy로 조사하여 7일 동안 colony 크기를 측정한 결과, 

Table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0 kGy선량에서는 배양기간이 증가할수록 곰

팡이 colony의 크기가 지속 으로 성장하여 배양 7일차에는 약 49.5 mm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5 kGy의 방사선 조사에서는 배양 5일에서는 곰팡이가 

성장하지 않았으나 6일차부터 ZEA을 생성하는 F. graminearum이 성장하

여 7일차에는 약 10.5 mm까지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종의 혼합

표 균주의 경우에도 AFB1, OTA 생성 곰팡이 보다 ZEA 생성 곰팡이가 

방사선에 한 민감도가 낮아 더 높은 선량이 요구되어 3종의 균주가 혼합

되어 있는 포자 탁액에서 곰팡이를 제거하기 해서는 7 kGy이상의 방사

선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36.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mixed three kinds of 

fungi growth      (Unit; mm)
a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 2 3 4 5 6 7

0 -a 0.5±0.1b 8.6±0.2 21.6±1.2 30.9±0.5 37.8±0.5 44.6±1.2 49.5±0.0

5 - - - - - - 4.3±1.1 10.5±8.8

7 - - - - - - - -

10 - - - - - - - -

12 - - - - - - - -

a 
- : Not growth

b 
Value(mm±SD): Difference for diameter of after and before incubation

(나) 곰팡이독소 생성능 

3종의 곰팡이독소 생성 균주를 혼합배양하여 독소 생성능을 확인한 결과,  

0과 1 kGy의 조사에서는 배양시간이 지남에 따라 곰팡이독소의 생성정도

가 증가하 으며, AFB1은 배양 5일차 부터 10 ng/mL의 높은 수 으로 곰

팡이독소가 생성되었다. 그리고 AFB1과 OTA는 3 kGy이상의 조사에서 곰

팡이독소가 생성되지 않는 반면, ZEA은 3 kGy로 조사에서 7일동안 배양한 

결과 약 21.4 ng/mL의 높은 수 으로 ZEA이 생성되었다. 그러나 7 kGy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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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조사에서는 곰팡이의 생육이 완 히 억제되어 곰팡이독소 생성이 제

어되는 것으로 단된다. 따라서 세가지 균주의 혼합배양곰팡이는 7 kGy이

상의 방사선 조사로 곰팡이독소의 생성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Table 37).

Table 37. Determination of mycotoxin produced by growth of mixed three fungi 

irradiated in SLS medium after incubation for 20 days at 27℃

(Unit: ng/mL)

Irradiation

dose(kGy)
Mycotoxin

Storage period(Days)

1 5 10 15 20

0

AFB1 1.47 >10 >10 >10 >10

OTA ND* 0.6 0.57 1.01 2.16 

ZEA 5.22 6.57 6.40 7.91 10.11 

1

AFB1 1.56  >10 >10 >10 >10

OTA ND ND ND 1.55 2.14 

ZEA 3.82  4.02 5.16 6.01 9.48 

3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5.74 7.60 10.55 18.97 21.46 

5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1.35  1.11 1.60 1.12 1.80 

7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0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12

AFB1 ND ND ND ND ND

OTA ND ND ND ND ND

ZEA ND ND ND ND ND

*
ND: Not detected 

(다) 사료 속 혼합곰팡이의 방사선 감수성

사료 속에 다양한 종류의 곰팡이 존재시 방사선에 한 감수성을 확인하

기 해 3종류의 멸균사료를 비하고, AFB1, OTA  ZEA을 생성하는 

혼합곰팡이 포자 탁액을 각각의 동물사료에 10
7
spore/5 g으로 오염시킨 

후 방사선(1, 3, 5, 7 kGy)을 조사하 다. 그 결과, Table 38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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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6.0-6.2 log CFU/g수 으로 곰팡이

가 검출되었지만, 1 kGy로 조사된 사료에서는 2.6-3.1 log CFU/g의 곰팡이

가 분리되어 약 3 log CFU/g정도로 감소된 것을 확인되었다. 앞서 선행된 

사료 속 2종의 혼합곰팡이에 한 결과와 동일하게 3종의 혼합곰팡이도 3 

kGy이상의 선량에서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었고, 각 사료종류에 따른 곰

팡이포자의 방사선 감수성도 체 으로 비슷한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앞서 실시된 세 가지 균주 혼합배양포자 탁액에 한 방사선 감수성

확인 실험에서는 7 kGy에서 모든 곰팡이가 감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료 속에 용한 경우에는 모든 곰팡이가 3 kGy에서 감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방사선에 한 민감성은 혼합배양포자 탁액 보다는 사료가 더 

높은 반응성을 갖는 것을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때 사료 속

에 오염되어 있는 곰팡이포자의 생육을 해하기 해서는 앞서 설명한 두 

가지 곰팡이포자 탁액에서와 같은 선량인 3 kGy의 선량으로 조사하는 것

이 곰팡이를 효과 으로 감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Table 38. Influence of gamma-irradiation on the survival of mycotoxin 

produce fungi in feeds                     (Unit: log CFU/g)

Fungi
Variety 

of feeds

Irradiation dose(kGy)

0 1 3 5 7

Aflatoxigenic, 

ochratoxigenic  

and zearalenone 

producing fungi

Dog 6.0±0.1 3.1±0.3 ND ND ND

Pig 6.1±0.1 2.6±0.1 ND ND ND

Mouse 6.2±0.1 2.9±0.0 ND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5 CFU/g)

나. 시  사료에 한 방사선 조사 효과 확인

(1) 방사선 조사된 소포장(Lab scale)사료의 방사선 조사 효과

(가) 장기간  곰팡이 생육 변화

시 에 유통 인 동물사료(쥐, 개)에 하여 0, 3, 5, 7  10 kGy의 선량

으로 방사선을 조사 후 단기(1개월)  장기(6개월) 장 동안 곰팡이의 감

화 효과에 한 실험을 실시하 다. 먼  단기 장에 한 결과, 돼지사료를 

0 과 3 kGy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체 으로 1.2-2.6  1.4-3.4 log 

CFU/g의 범 로 곰팡이가 검출되었고 일부시료에 하여 5 kGy의 선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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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1.0-1.6 log CFU/g으로 나타났지만, 7 kGy의 선량에서는 곰팡이가 확

인되지 않았다. 쥐와 개 사료는 0과 3 kGy에서 1.3-4.4와 1.0-3.2 log CFU/g

 1.2-3.5와 1.3-3.4 log CFU/g로 각각 나타났으며, 5 kGy에서도 약 1 log 

CFU/g이상의 수 으로 곰팡이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특이 인 것은 conical 

tube속에 멸균사료 5 g에 포자를 오염시킨 경우 3 kGy에서 곰팡이 생육이 

억제되었으나 용량이 증가된 소포장 시료에서는 7 kGy이상의 조사에 의해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Table 39) 큰 포장 단 에서는 곰

팡이 생육을 해하기 해서는 더 많은 선량이 요구될 것으로 단된다.

Table 39. Effect of radiation dose on the growth of fungi in commercial 

feeds packed with small volume during short storage period(1 

month)                                       (Unit: log CFU/g)

Variety 

of feeds

Storage 

period

(Days)

Irradiation dose(kGy)

0 3 5 7 10

Pig

0 2.6±0.6 3.4±0.8 ND ND ND

6 1.2±0.2 1.6±0.9 1.0±0.0 ND ND

12 1.8±0.0 2.4±0.0 ND ND ND

18 1.5±0.2 1.4±0.1 ND ND ND

24 1.9±0.1 1.4±0.6 1.6±0.2 ND ND

30 1.8±0.3 ND ND ND ND

Mouse

0 4.4±0.3 3.2±2.0 2.2±1.8 ND ND

6 1.0±0.2 ND 1.4±0.6 ND ND

12 4.4±0.0 ND ND ND ND

18 2.4±0.7 1.7±0.4 1.7±0.1 ND ND

24 1.3±0.4 ND 1.2±0.2 ND ND

30 3.0±0.2 1.4±0.6 1.2±0.3 ND ND

Dog

0 3.5±0.8 3.4±0.4 1.5±0.6 ND ND

6 1.2±0.3 1.3±0.5 ND ND ND

12 1.3±0.3 ND ND ND ND

18 1.0±0.0 2.4±0.7 1.7±1.0 ND ND

24 1.2±0.3 1.7±1.1 1.7±0.3 ND ND

30 1.0±0.0 1.5±0.3 1.6±0.2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1 log CFU/g) 

 한 장기 장(6개월) 의 곰팡이 감화 효과 역시 앞서 설명한 단기

장 의 분석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0 kGy에서 돼지, 쥐  개는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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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1.8-3.0  1.2-2.4 log CFU/g 수 으로 각각 검출되었으며, 3과 5 

kGy에서 곰팡이 수가 차 감소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돼지사료는 5 

kGy에서 쥐와 개 사료는 7 kGy의 선량에서 곰팡이의 생육이 각각 억제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사료의 단·장기 인 장을 해 약 7 kGy

의 선량으로 방사선 조사한다면, 약 6개월 정도는 사료의 보 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Table 40). 

Table 40. Effect of radiation dose on the growth of fungi in 

commercial feeds packed with small volume during long 

storage period(1 month)                 (Unit: log CFU/g)

Variety of 

feeds

Storage 

period

(Months)

Irradiation dose(kGy)

0 3 5 7 10

Pig

1 1.8±0.3 ND* ND ND ND

2 1.3±0.0 1.2±0.2 ND ND ND

3 1.5±0.7 1.6±0.2 ND ND ND

4 1.7±0.1 ND ND ND ND

5 1.4±0.1 ND ND ND ND

6 2.3±0.6 ND ND ND ND

Mouse

1 3.0±0.2 1.4±0.6 1.2±0.3 ND ND

2 2.6±1.4 1.2±0.3 ND ND ND

3 2.6±0.0 1.9±0.2 1.2±0.2 ND ND

4 2.4±0.7 ND ND ND ND

5 1.8±0.4 1.9±0.2 ND ND ND

6 1.7±0.3 ND ND ND ND

Dog

1 1.7±0.1 1.5±0.3 1.6±0.2 ND ND

2 1.2±0.2 1.3±0.4 ND ND ND

3 2.4±0.1 1.8±0.0 1.2±0.2 ND ND

4 1.2±0.3 ND ND ND ND

5 1.2±0.2 ND ND ND ND

6 1.4±0.1 ND ND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1 log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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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간  곰팡이독소 생성 확인  

앞선 사료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곰팡이 생육변화 확인 실험에서와 동일

한 사료를 상으로 감마선 조사에 따른 단기(1개월)와 장기(6개월) 장  

곰팡이독소 생성 정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Table 41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조사된 사료를 실온에 단기보 하는 동안 6일 간격으로 곰팡이독소

(AFB1, OTA  ZEA)분석을 실시한 경우, 모든 사료에서 3종의 곰팡이독

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구매한 시 사료에 곰팡이독소가 존

재하지 않았거나, 단기 장 기간 동안에는 곰팡이의 생육이 억제되어 곰팡

이독소가 생성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장 등
16,17)
의 연구에 의하

면 국내에서 생산된 사료  단미사료와 배합사료에 한 AFB1의 오염농

도는 0.48-10.46 ng/mL,  0.43-5.52 ng/mL로 각각 나타났고, OTA의 오

염도 0.27-3.39 ng/mL,  0.21-13.64 ng/mL 수 으로 각각 검출된 것으로 

보고하 다. Placinta
18)
 등도 보리와 옥수수를 분석한 결과 ZEA이 15  

10.5 mg/kg수 으로 각각 오염되어 있어 사료와 사료원료에 한 곰팡이

독소 오염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6개월 동안의 장기 장

에 따른 곰팡이독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Table 4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개 사료에서는 3종의 곰팡이독소가 모두 검출되지 않았고, 돼지 사료의 

경우는 AFB1과 OTA가 검출되지 않았지만, ZEA은 6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과 5 kGy의 조사에서 51.6과 48.6 ng/mL로 각각 확인되었다. 한 쥐 사료

도 역시 돼지사료와 같이 AFB1과 OTA는 검출되지 않았지만, ZEA은 5 

kGy의 선량까지 약 6.8-35.4 ng/mL 수 으로 검출되었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후 6개월의 장기간 동안 7 kGy이상으로 조사된 사료에 해서는 

곰팡이독소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동물사료의 해독소생성 곰팡이를 

해하기 해서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최 선량인 7 kGy로 감마선을 조

사하여 한 장조건하에서 생 으로 리된다면 보다 안 한 사료 

생산  공 이 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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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Effect of gamma-irradiation doses for the inhibition of 

mycotoxin production on commercial feeds packed with small 

volume during short storage period(1 month)

(Unit: log CFU/g)

Feeds Mycotoxins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6 12 18 24 30

Dog

AFB1

0 ND1)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OT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ZE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Pig

AFB1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OT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ZE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Mous

e

AFB1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OT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ZE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AFB1-2.2 ng/g, OTA-1.2 ng/g, ZEA-
 32.2 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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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Effect of gamma-irradiation doses for the inhibition of mycotoxin 

production on commercial feeds irradiated during long storage 

period(6 month)                             (Unit: log CFU/g)

Feeds Mycotoxins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month)

1 2 3 4 5 6

Dog 

AFB1

0 ND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OTA

0 ND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ZEA

0 ND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Pig

AFB1

0 ND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OTA

0 ND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ZEA

0 ND ND ND ND ND ND

3 ND ND 68.89 ND ND 58.61 

5 ND ND ND ND ND 41.59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Mouse 

AFB1

0 ND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OTA

0 ND ND ND ND ND ND

3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ZEA

0 6.12 9.43 ND ND ND ND

3 15.02 10.08 10.32 ND ND 15.78

5 7.4 ND 21.89 ND ND 35.39

7 ND ND ND ND ND ND

10 ND ND ND ND ND ND

*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AFB1-2.2 ng/g, OTA-1.2 ng/g, ZEA-6.0 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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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조사된 시 (commercial scale)사료의 방사선 조사 효과 

(가) 장기간  곰팡이 생육 변화 

앞서 소포장 단 의 실험결과에서 돼지 사료의 경우, 기의 곰팡이 오염이 

다른 사료에 비해 낮았으며, 7 kGy의 선량으로 곰팡이가 제어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그러므로 앞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높은 선량을 요구하는 개와 쥐 

사료를 시 상태로 약 6개월 동안 실온에 보 하면서 곰팡이의 감화 효과

에 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0 kGy에서 개 사료의 경우에는 약 1.2-2.7 log 

CFU/g수 으로 확인되었으며, 쥐 사료는 1.7-2.2 log CFU/g으로 나타났으

며 두 종류의 시 사료 모두 5 kGy의 방사선 조사에서 6개월 보 기간 

에 곰팡이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시 되는 사료에 방사선 조사는 

효과 인 살균방법이라 할 수 있으며, 시 에 매되고 있는 사료에 안

한 선량인 6 kGy이상의 방사선 조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Table 43). 

Table 43. Effect of radiation dose on the growth of fungi in commercial 

feeds during long storage period(6 month)

(Unit: log CFU/g)

Variety of 

feeds

Storage 

period

(Months)

Irradiation dose(kGy)

0 5 6 7

Dog

1 1.5±0.2 ND* ND ND

2 1.8±0.2 ND ND ND

3 1.2±0.2 ND ND ND

4 2.7±2.3 ND ND ND

5 2.2±0.2 ND ND ND

6 1.5±0.2 ND ND ND

Mouse

1 2.2±0.0 ND ND ND

2 1.7±0.0 ND ND ND

3 2.0±0.2 ND ND ND

4 2.0±0.1 ND ND ND

5 1.8±0.2 ND ND ND

6 2.0±0.1　 ND ND ND

*ND: Not detected (Detected limit: 1 log CFU/g) 



- 75 -

(나) 장기간  곰팡이독소 생성 확인 

시 사료에 한 곰팡이 생육확인실험과 동일한 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곰팡이독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 Table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AFB1, 

OTA  ZEA 모두 시 사료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본 연구를 해 수

집된 사료에 곰팡이독소가 오염되지 않았던 것으로 단되지만,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면 곰팡이의 생육조건에 부합하여 생육이 더 활발히 진행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곰팡이독소가 생성될 우려가 존재한다. 하지만 앞선 곰

팡이 생육변화의 결과에서와 같이 5 kGy이상의 선량에서 곰팡이의 생육이 6

개월간 해됨을 확인되었기 때문에 보다 더 안 한 선량인 6 kGy이상으로 

방사선 조사를 이용한다면, 효과 인 사료의 살균방법이 될 것이라 단된다.

Table 44. Effect of gamma-irradiation doses for the inhibition of 

mycotoxin production on commercial feeds during long 

storage period(6 month)                  (Unit: log CFU/g)

Feeds Mycotoxins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month)

1 2 3 4 5 6

Dog 

AFB1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6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OT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6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ZE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6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Mouse 

AFB1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6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OT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6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ZEA

0 ND ND ND ND ND ND

5 ND ND ND ND ND ND

6 ND ND ND ND ND ND

7 ND ND ND ND ND ND

*
ND: Not detected (Detection limit: AFB1-2.2 ng/g, OTA-1.2 ng/g, ZEA-

 
6.0 n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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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 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방사선 조사에 의한 해 곰팡이독소 생성 제어  독소 괴효과를 조사하여 

최 방사선 용기술을 확립하기 하여 먼  방사선 조사에 한 감수성 확인

시 이용될 ELISA법과 HPLC법의 확립을 하 으며 확립된 분석법이 곰팡이 독소

의 효과 인 분석이 가능한 방법임을 LC-MS/MS 법으로 재확인하 다. 

 Aflatoxin B1(AFB1), ochratoxin A(OTA)  zearalenone(ZEA) 생성 곰팡이

를 상으로 하여 방사선원별, 에 지 수 별 조사 조사에 따른 해곰팡이의 독

소생성 제어 효과와 곰팡이 독소 분해  괴효과의 확인을 완료하 으며 

AFB1과 OTA 생성 곰팡이의 포자 탁액과 곰팡이는 각각 5 kGy와 3kGy에서, 

ZEA 생성 곰팡이 포자 탁액과 곰팡이는 각각 7 kGy와 5 kGy에서 각각 생육이 

해되는 것을 확인하 다.

시 에 유통되는 쥐, 개  돼지 사료 등 3종의 사료에 한 최  방사선 조사

를 확인한 결과 7 kGy 감마선 조사로 3종의 곰팡이 독소 생성 곰팡이의 생육억

제가 가능하고, 2종 는 3종의 곰팡이가 동시 존재하여도 생육을 해할 수 있

음을 확인하 다. 확인된 최  조건을 이용하여 시 되는 3종의 사료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6개월간 장하면서 곰팡이 생육변화  곰팡이 독소의 생성여부를 확

인한 결과 7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곰팡이  곰팡이 독소가 검출되지 않는 것

으로 확인되어 사료 생산에 있어 7 kGy 이상의 방사선 조사하여 한 장 조

건하에서 생 으로 리된다면 사료 속 곰팡이의 생육  독소생성을 충분히 

해 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하 다.

2. 외 기여도

 주요 수입 사료원료의 안 성 확보  장기안 장 가능함.

 사료가공 시 발생되는 2차 오염에 의한 장기간 의 품질변화를 최소화 함.

 훈증제  열처리 시 발생되는 품질 하를 방지할 수 있음.

 사료 의 항 양인자를 제거함으로서 간 식품의 양학  품질을 증강시킴. 

 안 한 제품 제조를 한 GMP/HACCP 등의 품질 리 시스템에 용 가능함. 

 안 한 사료공 으로 식품매개 병원성 질환의 방을 한 공 보건 증진에 따

른 간  생산성이 향상됨.

 장  유통 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의한 경제  손실의 감소와 가축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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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방에 따른 농가의 이익 증 가 가능함.

 동물 축종  사용용도에 합한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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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 발 결과의 활용계획

 방사선 조사에 의한 사료내의 곰팡이  곰팡이독소 제거로 안 한 사료의 공

이 가능하여 축산식품의 안 성이 확보되고 소비자의 신뢰도와 선호도를 높

여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여 국가  이익을 증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환경 으로 문제가 되는 항생제  훈증제 등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항

양인자 제거에 의한 간 식품의 양학  품질을 증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방사선 조사기술을 HACCP 등의 품질 리 시스템에 용하여 안 한 식품을 

공 함으로써 선진국의 사회  수 에 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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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 속 곰팡이  곰팡이독소를 상으로 방사선 조사에 한 감수성을 확인하기 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법과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법을 개발하 고, 재확인  확증분석을 한 liquid chromatography 

combined with tandem mass spectrometry(LC-MS/MS)법을 확립하 다. 방사선원별, 에

지 수 별 조사에 따른 해곰팡이의 독소생성 제어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사료에 존

재하여 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Aflatoxin B1(AFB1), ochratoxin A(OTA)  

zearalenone(ZEA) 생성 곰팡이를 상으로 곰팡이 포자 탁액을 각각 조제하 고, 곰팡

이의 생육  독소 생성을 해하는 최소의 방사선량을 확인하 다. 사료의 안 공 을 

한 방사선조사의 최 조건을 확립하기 하여 시 에 유통되는 쥐, 개  돼지 사료 

등 3종의 사료에 한 최  방사선 조사를 확인한 결과 7 kGy 감마선 조사로 3종의 곰

팡이독소 생성 곰팡이 생육을 완 히 해할 수 있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방사선 조사, 감마선, 자선, 간 식품, 사료, 곰팡이, 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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