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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ir possible subacute toxicity, the male and female of SD rats were given to 30 kGy 
irradiated cereal powders for three month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appearance, behavior, mortality, 
body weight, organ weight, and food consumption of rats fed the 30 kGy cereal powders were not affected 
compared to the non-irradiated control. In urine analysis,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hematological as well 
as in serum biochemical finding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the rats administered with 
non-irradiated control and 30 kGy cereal powders for three month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ereal powders 
irradiated at 30 kGy did not show any toxic effects under these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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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0년 FAO/IAEA/WHO의 조사 식품의 건 성에 한 

합동 문가 원회(Joint FAO/IAEA/WHO Expert Committee 

on the Wholesomeness of Irradiated Food, FECFI)에서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10 kGy 이하로 감마선 조사

된 식품은 어떠한 독성학 , 미생물학  문제도 없다고 결론

지었다(1,2). 이에 따라 WTO 체제하에서의 국제 무역에 있

어 통과 기 이 되는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 법안에

는 모든 식품류의 방사선 조사를 승인하고 있다(3).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선량의 범 에서 몇몇 식품에서 찰된 

특정 성분의 함유량 감소나 특유한 방사선 분해물의 생성 

유무로, 조사식품을 일반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에 한 부

합성과 련하여 찬반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왔다(4). 이

에 해 문가들은 특정 양소의 감소나 특유한 분해물이 

생성되었다면 그것은 멸균처리 등과 같은 다른 식품보존방

법으로부터 생기는 결과와 별 차이가 없는 것이며, 특히 냉

동이나 진공상태에서의 조사와 같은 병행처리기술의 발달

로 이러한 상이 히 어들었다고 한다(5,6). 따라서 

재 많은 국가들이 방사선 조사식품을 상업화하고 있으며, 

조사식품의 실용화에 소비자의 신뢰를 단계 으로 쌓아가

고 있다. 더욱이 감마선 조사는 다양한 크기나 형태의 식품 

보존에 이용될 수 있는 이  때문에 향후 식품업계에서의 

감마선 조사 활용은 차 늘어날 것으로 기 된다(7).

한편, 유엔기구 주최로 열린 제15차 식품조사기술 국제자

문단회의(ICGFI)에서는 조사식품에 한 선량제한 철폐를 

제안하 고 국제식품규격 원회(CODEX)에서도 식품에 

한 10 kGy 이상의 고선량 감마선조사 허용을 권고하 다. 

즉, 식품의 생화를 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조사

선량이 미흡하다는 기술  문제 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 살균과 장기 장을 해서는 10 kGy 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8). 를 들면 향신

료의 경우, 랑스는 11 kGy의 감마선조사를, 미국과 아르헨

티나는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가하고 있다(7). 특히 면역

결핍 환자들을 한 완  멸균식을 해 네덜란드 당국은 

이미 75 kGy의 고선량 감마선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국

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감마선 멸균 병원식(hospital di-

ets)을 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9). 나아

가 최근 선진국들은 고품질 장기보존 편의식품(high-qual-

ity shelf-stable convenience foods)  즉석식품(ready-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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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t/ready-to-cook food)의 개발에 고선량의 감마선조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식품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우주비행

사, 군인, 장기캠핑인들을 해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남아 리카의 경우, shelf-stable meat product의 마 에 

최소 45 kGy의 감마선조사를 허가하고 있다(10).

이와 같이 다용도의 고선량 감마선조사식품이 이미 개발

되었거나 개발 에 있어, 소비자를 한 품질보증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안 성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고선

량 조사에 비한 품질 변화 등에 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

이다. 감마선 조사는 장 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을 개선할 수 있지만 조사 식품의 안 성에 한 소비

자들의 부정 인 선입견이 여 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를 해

결하기 한 꾸 한 노력도 필요하다(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자식용 곡류분말의 생화와 물

리  특성 개선(12)을 하여 감마선 조사기술의 이용 가능

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안 성을 검토할 목 으로 30 

kGy의 고선량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을 상으로 3개월간 독

성학  안 성 평가를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시료  방사선 조사

본 실험에 사용한 곡류분말은 매 인 곡류를 시 에서 

구입한 후 분말화하여 사용하 으며, 보리 30%, 멥  15%, 

미 10%, 찹 , 검정콩, 메주콩, 율무, , 옥수수, 수수, 검정

깨, 기장 각 5%로 구성하 다.

조제한 곡류분말은 한국원자력연구소(Daejeon, Korea) 

내 선원 1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

을 이용하여 실온(14±1oC)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총 

3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조사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

은 Fricke dosimetry(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으

며(9), 이때 흡수선량의 오차는 ±0.3 kGy이었다. 감마선 조

사한 곡류분말은 비조사 조시료와 함께 7oC에서 3개월간 

장하면서 3개월간 독성 시험을 실시하 다.

실험동물

암수 각각 6주령의 SPF(specific pathogen free) SD계 랫

트 암수를 사용하 으며 동물 입수 후 약 1주일간의 순화 

기간을 거쳐 건강한 동물만을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동물

은 온도 21±1.5oC, 습도 55±5%, 조도 150～300 Lux로 12시

간 자동 ․소등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과된 공기가 

양압으로 공 되는 무균 동물 사육 시설에서 사육하 다. 

동물은 순화  시험 기간 (3개월)에 polycarbonate cage

에 3마리씩 넣어 사육하 으며, 이 기간 동안 물은 수돗물을 

자유로이 공 하 고, 순화 기간 에는 고형 사료를 제공하

다.

시험군의 구성  시험 물질의 투여

순화 기간 에 건강하다고 단된 동물의 체 을 측정하

여 평균 체 에 가까운 개체들이 골고루 들어가도록 무작

법으로 군을 분리하 으며, 군 분리는 각 군당 9마리로 하고 

암수 각각 4개의 시험군으로 나 었다. 즉, 시험군은 투여용

량을 달리한 곡류분말 30 kGy 투여군 3군(100, 1,000, 5,000 

mg/kg)  비조사 투여군으로 구성하 다. 사료는 각각의 

필수 양소들을 AIN-76 규격에 맞게 혼합하 으나 곡류분

말의 양소를 기 으로 casein, corn starch, sucrose, soy-

bean oil 등의 양을 조정하여 3개월간 분말로 공 하 다.

검사 항목  방법

감마선 조사 곡류분말의 독성 시험은 식품의약품안 청

고시 제2005-60호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 ”을 참조하 다.

일반 상태 찰: 투여 기간  매일 1회 이상 생사의 확인

과 일반 상태의 유무를 찰하고, 이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동 이상의 상태와 폐사 등의 임상 증상을 찰하 다. 폐

사 시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 원인을 검사하도록 하 다.

체 , 사료 섭취량  음수 섭취량 측정: 모든 동물에 

하여 투여 개시 직 에 1회, 투여 개시 후 매주 2회씩, 그리

고 부검 시 각각 체 을 측정하 다. 한 매주 2회 사육 이

지 별로 1일간의 사료 섭취량  음수 섭취량을 측정하 다.

동물의 도살처리  장기무게: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식시키고 에테르로 마취시킨 후 경추 탈골법

에 의하여 도살하 다. 간, , 신장, 비장은 액채취 후 즉

시 출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여과지로 표면의 수분

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 다. 장기, 청의 시료는 분석 

까지 -70oC 냉동고에 보 하 다.

액  청 생화학  검사: 액학  검사는 모세  

채 튜 (EDTA 포함)를 사용하여 랫트 안와 정맥총에서 

액을 채취한 후 4시간 이내 총 백 구 수(WBC), 총 

구수(RBC), 헤모 로빈 함량(Hb), 소  수(PLT) 등을 동

물용 자동 구 계산기(Hemavet 950, Drew scientific com-

pany, UK)를 이용해 측정하 다. 청 생화학 검사는 채취

한 액의 일부를 실온에 15분 정도 방치하여 응고시키고, 

원심분리(3,000 rpm, 15 min)하여 얻은 청에 하여 albu-

min(ALB), alkaline phosphatase(ALP), blood urea nitro-

gen(BUN), creatinine(CREA), glucose(GLUC), total bilir-

ubin(T-BIL)  cholesterol(CHOL) 등을 생화학측정기

(Kornelab 20XT, Thermo, Fin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뇨 검사: 치사 3일  사 cage에서 뇨를 채취하여 생화

학측정기(Kornelab 20XT, Thermo, Finland)를 이용하여 

alkaline phosphatase(ALP), blood urea nitrogen(BUN), di-

rect bilirubin(D-BIL)  total bilirubin(T-BIL)을 측정하 다.

병리조직학  검사: 방  치사 후 모든 동물에 해 내부 

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기타 병변 등의 육안  

소견을 찰 기록하 으며, 모든 장기를 4% 성 포르말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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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on body weight and food consumption of rats

Groups
Body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Male Female Male Fe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2.58±0.27NS1)
2.67±0.51
2.55±0.47
2.62±0.34

1.97±0.31NS
1.94±0.44
1.92±0.38
2.02±0.25

11.77±2.54NS
12.62±2.14
11.15±1.96
11.65±2.42

10.14±2.12NS
10.02±2.51
 9.84±1.73
10.32±1.84

1)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lumn).

Table 2.  Effects of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on the weight of liver, kidney and spleen in rats

Group
Liver (g, wet wt) Kidney (g, wet wt) Spleen (g, wet wt)

Male Female Male Female Male Fe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15.22±0.98NS1)
16.11±0.62
15.21±0.71
15.14±0.43

8.65±0.62NS
8.70±0.36
8.50±0.23
8.61±0.15

1.68±0.08NS
1.65±0.10
1.59±0.15
1.69±0.07

1.27±0.07NS
1.28±0.04
1.23±0.04
1.24±0.07

0.83±0.03NS
0.84±0.05
0.87±0.02
0.83±0.03

0.68±0.03NS
0.70±0.04
0.69±0.03
0.67±0.06

1)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lumn).

Table 3.  Analysis of leukocyte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WBC NE LY  MO EO BA

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2.63±0.64NS1)
2.89±0.58
2.71±0.59
2.77±0.76

0.68±0.22
0.57±0.14
0.72±0.15
0.61±0.15

1.83±0.39NS
1.95±0.55
1.85±0.42
1.91±0.42

0.11±0.04NS
0.12±0.03
0.09±0.02
0.12±0.04

0.02±0.01NS
0.02±0.01
0.03±0.01
0.03±0.01

0.02±0.01NS
0.03±0.01
0.02±0.01
0.02±0.01

Fe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4.65±1.03NS
3.82±1.39
4.47±0.59
4.42±0.76

1.91±0.60NS
1.83±0.57
1.84±0.22
1.86±0.21

2.32±0.36NS
2.53±0.35
2.43±0.53
2.55±0.46

0.27±0.08NS
0.29±0.08
0.26±0.04
0.27±0.05

0.04±0.03NS
0.04±0.02
0.05±0.04
0.06±0.03

0.02±0.01NS
0.02±0.01
0.02±0.01
0.02±0.01

1)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lumn). unit: ×103/μL.

액에 고정하 다. 조직학  검사는 2주간 이상의 충분한 고

정을 거친 간, 신장 등의 장기를 라핀 포매기에 포매하여 

microtome으로 4～5 μm 편으로 만든 후,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하여 100배율로 찰하 다.

통계분석: 조군과 30 kGy 감마선 조사된 곡류분말시

료에서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ANOVA를 구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 다.

결과  고찰

체 변화, 사료 섭취량  장기 무게

랫트에게 30 kGy 고선량 조사 곡류분말을 3개월간 투여

하는 동안 육안 으로 특이한 이상이 없었으며,  시험군에

서 폐사동물은 발생하지 않았다.

각 군의 체  변화를 살펴본 결과, 고선량 조사 곡류분말

을 3개월간 투여한 모든 시험군에서 정상 인 체 증가가 

찰되었으며 조군에 비해 체  증가율의 유의성 있는 변

화는 없었다(Table 1). 한 식이 섭취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조군에 비해 암수 모두 통계  유의성을 나타

내지 않았다. 이때 증체 효과는 1일의 평균 체  증가량이며, 

식이 섭취량은 1일 평균 식이섭취량으로 나타내었다(Table 1).

고선량 조사 곡류분말(30 kGy)의 투여가 랫트의 주요 장

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부검 결과 암․수 모든 군에

서 각각의 장기에서는 해부학 인 이상증상은 나오지 않았

다. 장기무게 측정 결과에서도 간장(liver), 신장(kidney)  

비장(spleen)무게는 30 kGy 곡류분말 섭취량에 의해 일 성 

있는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변화도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았다(Table 2).

액  청 생화학  검사

고선량 조사 곡류분말(30 kGy)을 투여한 자성  웅성 

랫트의 액학  검사를 수행한 결과, 총백 구수(WBC, 

white blood cell), 호 구(NE, neutrophil), 림 구(LY, lym-

phocyte), 단핵구(MO, monocyte), 호산구(EO, eosinophil), 

호염구(BA, basophil)는 조군과 비교해 유의성 있는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3). 한 총 구수(RBC, red 

blood cell),  구 비율(HCT, hematocrit), 평균 

구 용 (MCV, mean corpuscular volume), 구 크기 분

포폭(RDW, 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과 헤모 로빈

(Hb, hemoglobin), 평균 헤모 로빈 함유량(MCH, mean 

corpuscular Hb), 평균 헤모 로빈 농도(MCHC, mean cor-

puscular Hb concentration), 소 (PLT, platelet), 평균 

소  용 (MPV, mean platelet volume)도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 정상치를 나타내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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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erythrocytes and thrombocytes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RBC (×106/μL) HCT (%) MCV (×10-15 L) RDW (%)

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6.96±0.92NS1)
7.20±0.25
6.90±0.36
7.02±0.62

35.42±3.21NS
35.14±1.21
37.55±2.11
37.78±3.45

53.98±1.12NS
54.80±0.65
54.38±0.62
53.73±0.55

15.34±0.25NS
15.20±0.25
15.45±0.17
15.50±0.55

Fe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7.34±0.46NS
6.92±0.69
7.01±0.84
6.73±1.09

40.69±2.41NS
41.54±3.94
42.98±4.81
41.34±4.94

55.88±0.83NS
54.16±0.61
54.62±0.68
55.86±0.45

13.98±0.37NS
14.38±0.27
14.36±0.38
14.16±0.54

Sex Group Hb (g/dL) MCH (pg) MCHC (g/dL) PLT (×103/μL) MPV (×10-15 L)

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15.54±2.12NS
15.38±0.58
14.70±1.16
15.23±1.52

20.64±0.70NS
21.38±0.41
21.17±0.82
21.55±0.42

38.24±0.82NS
38.28±0.43
38.87±1.20
38.12±0.55

677.4±194.0NS
653.2±117.1
631.3±118.4
623.0±134.5

5.54±0.29NS
5.43±0.49
5.65±0.42
5.55±0.12

Fe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16.38±1.14NS
16.08±1.71
16.74±1.97
16.14±1.39

22.28±0.32NS
21.64±0.46
22.00±0.56
21.90±0.35

40.10±0.57NS
39.96±0.73
40.40±0.59
39.42±0.59

677.4±194.0NS
685.6±71.9
695.4±120.4
668.0±89.8

5.44±0.29NS
5.48±0.30
5.30±0.21
5.32±0.50

1)
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lumn).

Table 5.  Analysis of serum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ALB
(g/dL)

ALP
(U/L)

BUN
(mg/dL)

CREA
(U/L)

D-BIL
(mg/dL)

GLUC
(mg/dL)

T-BIL
(mg/dL) 

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2.21±0.39NS1)
1.89±0.37
2.15±0.31
1.95±0.33

401.4±65.9NS
461.4±66.2
398.6±54.8
392.4±49.0

13.69±0.98NS
14.26±1.72
13.65±0.76
14.61±1.25

0.63±0.17NS
0.61±0.06
0.62±0.16
0.61±0.08

0.18±0.03NS
0.17±0.03
0.17±0.02
0.18±0.02

177.1±19.6NS
181.9±23.7
169.8±18.2
170.9±13.1

0.19±0.04NS
0.18±0.04
0.18±0.02
0.19±0.02

Fe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2.74±0.39NS
2.80±0.18
2.52±0.36
2.74±0.26

107.8±28.9NS
115.5±12.2
121.7±20.3
109.9±22.3

15.21±0.73NS
15.17±1.52
16.03±1.65
15.13±2.25

0.61±0.15NS
0.59±0.05
0.59±0.07
0.57±0.03

3.25±0.48NS
3.31±0.65
3.10±0.54
3.15±0.63

152.9±15.5NS
144.2±15.8
150.1±9.6
153.8±13.9

2.33±0.83NS
2.32±0.40
2.22±0.22
2.37±0.73

Sex Group
CHOL
(mg/dL)

GOT
(U/L)

GPT
(U/L)

HDL-CHOL
(mg/dL)

TG
(mg/dL)

TP
(g/dL)

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90.36±8.72NS
91.46±6.88
90.04±9.17
95.83±7.74

65.73±3.87NS
67.45±9.92
64.80±8.97
65.35±9.20

46.49±6.45NS
44.17±6.84
44.57±4.05
48.90±6.07

38.78±7.36NS
37.07±5.69
34.66±5.37
36.04±5.96

83.54±33.88NS
85.91±20.77
83.90±25.58
84.77±25.93

5.75±0.21NS
5.68±0.47
5.99±0.53
5.79±0.53

Fe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73.17±12.08NS
71.50±7.67
79.47±14.44
73.53±13.03

89.97±9.78NS
94.36±8.69
88.11±8.50
91.78±6.52

46.33±5.57NS
44.18±4.07
47.39±3.24
47.54±2.70

35.66±4.42NS
36.09±3.95
37.01±5.75
36.36±4.55

64.41±14.36NS
64.16±12.18
60.50±14.72
61.08±7.61

4.36±0.98NS
4.29±0.32
4.60±0.61
4.10±0.43

1)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lumn).

액 생화학측정기기를 이용하여 SD rat의 청을 분석

한 결과, albumin(ALB), alkaline phosphatase(ALP),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CREA), direct bilirubin 

(D-BIL), glucose(GLUC), total bilirubin(T-BIL)  cho-

lesterol(CHOL),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O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GPT), HDL- 

cholesterol(HDL-CHOL), triglyceride(TG), total protein 

(TP)이 암․수 조군  30 kGy 곡류분말 투여군 모두 정

상수치를 나타내어, 30 kGy 곡류분말 투여는 청생화학

인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을 찰할 수 있었다

(Table 5).

뇨의 생화학  분석

30 kGy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을 투여한 랫트의 뇨를 치사 

3일 에 채취하여 alkaline phosphatase(ALP), blood urea 

nitogen(BUN), direct bilirubin(D-BIL)  total bilirubin 

(T-BIL)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시험 결과 고선량 

조사 곡류분말(30 kGy)의 섭취에 의해 래되는 특이한 변

화는 찰할 수 없었고 모두 정상치를 나타내었다.

조직학  검사

고선량 곡류분말(30 kGy)을 투여한 암, 수 랫트의 병리학

 조직검사를 해 우선 장기를 육안으로 찰한 결과, 모

든 동물에서 내부 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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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alysis of urine in SD rats treated orally with 30 kGy-irradiated cereal powders

Sex Group ALP (U/L) BUN (mg/dL) D-BIL (mg/dL) T-BIL (mg/dL)

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27.04±2.24NS1)
26.56±1.15
26.60±2.51
27.93±2.81

124.4±12.8NS
128.1±14.3
126.2±8.8
122.3±5.4

0.147±0.018NS
0.155±0.011
0.153±0.022
0.155±0.021

0.146±0.008NS
0.146±0.004
0.141±0.014
0.143±0.017

Female

Control
30 kGy (100 mg)
30 kGy (1,000 mg)
30 kGy (5,000 mg)

26.76±5.82NS
30.25±1.00
29.03±2.76
28.63±1.64

133.0±12.4NS
138.3±12.3
135.4±15.1
135.5±15.0

0.151±0.016NS
0.150±0.014
0.153±0.020
0.155±0.007

0.132±0.005NS
0.137±0.011
0.134±0.008
0.132±0.006

1)Mean±SD. NS: 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lumn).

Fig. 1.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of the male rats administered with 30 kGy irradiated cereal powders for 3 months 
(×100).
Control: A (liver), B (kidney), C (spleen), D (stomach). 100 mg of 30 kGy cereal powder: E (liver), F (kidney), G (spleen), H (stomach). 
1,000 mg of 30 kGy cereal powder: I (liver), J (kidney), K (spleen), L (stomach). 5,000 mg of 30 kGy cereal powder: M (liver), N 
(kidney), O (spleen), P (stomach).

병변 등의 육안  이상 소견을 찰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간장(liver), 신장(kidney), 비장(spleen), 장(stomach)을 

채취하여 4% 포르말린에 고정 후 조직을 찰하 다. 간의 

경우 모든 군에서 염증, 괴사, bilirubin 침착, iron 침착 등의 

병 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간세포의 구조도 모두 정상이

었다. 신장에서도 염증, 괴사 등의 병 인 변화를 보이지 않

았고 면역학  요인이나 독성 물질에 기인하는 사구체  

신세 의 괴사도 찰되지 않았다. 비장  장도 염증이나 

이상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구조도 정상이었다(Fig. 1, 2). 

이상의 독성 시험 결과, 30 kGy 감마선조사 곡류분말을 

3개월간 암․수 랫트에 섭취시켜도 5,000 mg/kg까지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무해용량(NOAEL)은 5,000 mg/kg 이상

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쇠고기(13), (14),  쇠고기 분

말죽(15)의 30 kGy 감마선 조사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

는다는 보고와도 잘 일치하 다. 이밖에도 최고 58 kGy의 

감마선 조사 식품을 투여한 만성 독성 시험, 최기 형성 시험, 

우성 치사 시험, 반성 열성 시험, Ames 시험 등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한 악 향이 검지되지 않았다는 연구도 보고되었

다(16-18). 

요   약

곡류분말의 생화  물성 개선을 해 고선량 감마선 

조사 기술의 이용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안 성을 

확보할 목 으로 30 kGy 고선량 감마선 조사 곡류분말을 

상으로 3개월간 독성 평가를 실시하 다. 30 kGy로 조사

한 곡류분말을 3개월간 암수 랫트에 경구 투여한 후 독성을 

평가한 결과, 시험기간 동안 시험 물질 투여에 의한 임상 

증상이나 폐사 동물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체  변화, 사료 

섭취량  주요 장기 무게도 조군에 비해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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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of the female rats administered with 30 kGy irradiated cereal powders for 3 months 
(×100).
Control: A (liver), B (kidney), C (spleen), D (stomach). 100 mg of 30 kGy cereal powder: E (liver), F (kidney), G (spleen), H (stomach). 
1,000 mg of 30 kGy cereal powder: I (liver), J (kidney), K (spleen), L (stomach). 5,000 mg of 30 kGy cereal powder: M (liver), N 
(kidney), O (spleen), P (stomach).

않았다. 액학  검사, 청학  검사  뇨 검사에서도 모

든 시험군은 정상 인 수치를 나타내었다. 병리조직학  검

사에서 간, 신장, 비장   조직 모두 정상 인 구조를 유지

하고 있었으며, 염증, 괴사 등의 유의할만한 병  변화도 

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고선량 조사 곡류분말(30 kGy)을 3개

월간 암․수 랫트에 5,000 mg/kg까지 섭취시켜도 본 시험조

건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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