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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thermoluminescence (TL), and electron spin resonance 
(ESR) properties of wheat and corn irradiated with 0-10 kGy of gamma-ray or electron-beam. PSL values of both 
irradiated grains, regardless of radiation source, were 241-429 photons/sec in nonirradiated samples (negative values, 
defined as ≤700 photons/60 sec) and 5,528-40,870 photons/60 sec in irradiated ones (positive values, defined as 
≥5,000 photons/sec), thereby distinguishing irradiated from nonirradiated samples. The TL glow curves (TL1) peaked 
at around 300°C in nonirradiated samples, but at about 180°C in irradiated samples, at high intensities, regardless 
of radiation source. The TL ratios (TL1/TL2) calculated to strengthen TL1 data reliability were less than 0.03 for 
nonirradiated samples and over 0.20 for irradiated materials, in good agreement with threshold values for nonirradiated 
(≤0.1) and irradiated (≥0.1) samples. ESR analysis was not applicable in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wheat and 
corn. Electron-beam irradiation resulted in higher PSL and TL signals than did gamma-rays, at the same applied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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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의 허가 품목은 감자, 양 , 마늘, 

밤, 생버섯 등의 신선식품류와 건조식육, 어패류분말, 장류

분말, 분, 인삼, 건채류(향신료 포함), 곡류  두류 등 

26개 품목에 이른다(1). 특히 과 옥수수와 같은 곡류식품

군은 해충구제  미생물 억제 목 으로 최고 5 kGy까지 

감마선 조사가 허가되어 있으며(1), 국제 으로는 최고 10 

kGy의 방사선 조사가 허용되어 있다(2). 과 옥수수는 수

입형태가 다양하고 외식문화 발달과 패스트푸드 확산 등으

로 소비가 가하면서 수입량도 증가하는 추세이다(3). 

과 옥수수는 세계 으로 수출입이 활발한 식품군으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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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방사선 조사 허용기 이 상이하다(2). 로써 국내는 

방사선 조사선원으로서 Co-60 감마선만 허용되어 있으나 

국제 으로는 감마선을 포함한 자선과 X-선이 허가되어 

있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 품목이나 련 규정이 상이한 

을 고려할 때 조사식품의 교역에서는 표시규정의 수와 

조사식품의 안 리를 한 기술 , 제도  기반이 요구

되며, 특히 유통 리를 한 검지방법의 확보가 필요하다

(4,5). 

식품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γ선, 자선  X선은 물질을 

통과할 때 리작용을 일으키므로 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이라 한다. 이들 방사선 가운데 식품산업에 주로 

이용되고 있는 γ선은 투과력이 강하여 두텁게 포장된 식품

이나 냉동식품의 처리에 합하다. 그리고 자선은 γ선에 

비해 투과력은 약하나 높은 출력의 자빔을 이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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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두께의 제품을 연속 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어서 곡류의 살충이나 표면살균이 필요한 제품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다(4). 

식품의 방사선조사여부 확인은 피조사체 식품에서 발생

되는 물리 , 화학   생물학  변화에 근거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EU의 CEN(6)방법과 

Codex 표 방법(7)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곡류  국제 으로 수출입 황이 활발한 

과 옥수수를 상으로 국제 으로 이용이 허가된 감마선과 

자선 에 지를 조사하여 선원(source)  조사선량(dose)

에 따른 자극 발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특성(8), 열발 (thermoluminescence, TL) 특성(9)  자스

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ESR) 특성(10)을 분석하여 

국내 방사선 조사식품 검지체계 확립에 필요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 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곡류(2종)  은 2007년 경북 상주

산, 옥수수는 2006년 경북 화에서 수확된 것을 수분함량 

15% 이하로 건조하여 PE/nylon 포장지에 1.5 kg씩 포장하

여 감마선  자선 조사용 시료로 사용하 다. 

 

방사선 조사

시료의 방사선 조사는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 된 감마선

과 국제 (FAO/IAEA/WHO)으로 활용이 허가된 자선으

로 구분하여 실시하 다. 포장된 시료의 방사선 조사는 실

온에서 시간당 선량률을 일정하게 하여 0∼10 kGy의 흡수

선량을 얻도록 하 다. 감마선 조사는 정읍 방사선과학연

구소에 소재한 Co-60 감마선 조사시설(100 kCi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자선 조사는 에 소재한 EB-Tech(주)의 

electron accelerator(ELV-4, 2.5 MeV, Fujifilm, Tokyo, Japan)

를 각각 이용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cerous 

dosmeter(Harwell, UK)와 CTA dosimeter를 사용하 다. 이

상과 같이 방사선 조사된 시료는 비조사 시료와 함께 온

(4±2℃)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자극발  (PSL) 측정

낱알 시료(whole) 일정량을 직경 50 mm 크기의 측정용 

petri dish에 담아 SURRC Pulsed PSL System(PPSL 0021, 

Scottish University Research and Reactor Center, Glasgow, 

UK)에 의해 빛이 차단된 실험실에서 측정하 다. 측정조건

은 cycle time 1 sec, cycle 횟수 60, dark count 30.0±3.0, 

light count 26.0±2.0이었으며, 조사구와 비조사구 표 시료

를 사용하여 측정조건을 확인한 후 시료 당 3반복 측정하

다. 이 때 threshold value는 T1=700 counts/60 s (lower 

threshold value), T2=5000 count/60 s (upper threshold value)

이며, T1 이하의 값은 비조사 시료(negative), T2 이상이면 

방사선 조사된 시료(positive)로 정하 다(11). 

 

열발  (TL) 측정

시료의 TL 측정을 해서는 먼  mineral 추출공정이 

필요하다. 이때 mineral 추출은 낱알 시료 1 kg을 물로 세척

하여 분리된 부유물에서 mineral을 채취하 다. 즉 시료에 

일정량의 증류수를 가해 ultrasonic agitator에서 10분간 진

탕시킨 후 다시 물로 세척한 후 이 탁액을 125 μm sieve에 

통과시켜 일정시간 정치시킨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시험

에 mineral을 모아 sodium polytungstate solution 용액

(density 2.0 g/mL) 5 mL를 가하여 부유물을 제거한 후 증류

수로 수회 세척하 다. 그리고 1 N-HCl 2 mL을 가하여 

10분간 암소에서 정치하면서 유기물을 제거한 다음 1 

N-NH4OH로 화 후 다시 증류수로 2회 세척한 다음 아세

톤을 가하여 소량의 증류수를 제거한 후 건조시켰다. 건조

된 mineral은 aluminium disc(φ 6 mm)에 담아 45∼50℃에서 

하룻밤 정치한 후 TLD system(Harshaw TLD-4200, 

Germany)을 이용하여 기온도 50℃에서 5℃/sec 속도로 

400℃까지 가온하면서 glow curve((TL1)가 나타나는 온도

범 와 curve 모양  재조사(1 kGy) 방법에 의한 TL 

ratio(TL1/TL2)를 산출하여 조사여부를 단하 다(12-15).  

자스핀공명 (ESR) 측정

과 옥수수의 껍질부분을 0.5∼1 g을 채취하여 50℃ dry 

oven에서 overnight시켜 수분과 단수명 ESR center를 제거

한 후 ESR pyrex tube에 0.4 g씩 충진하고 ESR spectrometer 

(JES-TE300, Jeol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이 때 측정조건은 microwave frequency 9.18∼9.22 GHz, 

magnetic center field 327 mT, microwave power 0.4 mW, 

modulation frequency 100 kHz, sweep width 1.5 × 10 mT, 

time constant 0.03 sec, sweep time 30 sec 등이었다.

결과분석

시료별 분석은 3회 반복 실시하 고, 측정결과는 

Origin(16)에 의해 분석하 다. 실험구간의 유의성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에 의한 분산분석(ANOVA)(17)

에 의해 검증하 으며 Duncan's multpl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차를 검증하 다.  

결과  고찰

자극발  (PSL) 특성

곡류의 조사선원  조사선량에 따른 photon count를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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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시료의 경우 비조사 시료에

서는 감마선의 경우 241±28, 자선의 경우 338±34로써

lower threshold value인 700 이하의 값을 보여 negative(비조

사) 시료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1∼10 kGy의 조사시료에서

는 5528∼9290 이상의 값으로 higher threshold value인 5000 

이상의 photon count가 확인되어 positive 시료로 확인되었

다. 옥수수 시료는 비조사 시료에서는 429±38 이하의 

photon count 값을 나타내었으며, 1∼10 kGy의 조사시료에

서는 6875±1141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 시료와 조사

시료 간에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한  시료의 경우 

조사선원에 계없이 선량이 증가할수록 photon count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옥수수의 경우 1  5 kGy 

조사시료에서 서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거나 다소 감소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식품의 PSL 스크리닝 실

험에서 부분의 시료에서는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에 

photon count의 threshold value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지만,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라 photon count가 유의 으로 

증가되지 않는 시료도 많이 보고(18-20)된 바 있어 본 실험

의 결과를 잘 뒷받침하 다.

Table 1. Effects of irradiation sources and doses on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of wheat and corn cereals

(unit : photon count / 60 sec)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1 5 10

Wheat

γ-ray 241±281)

(-)
5528±643

(+)
18231±374

 (+)
39479±4026 

(+)

e-beam 338±34 
(-)2)

9290±1149
 (+)

38511±9543
(+)

40870±8199
(+)

Corn

γ-ray 429±38 
(-)

6875±1141 
(+)

6520±185
(+)

20670±3835 
(+)

e-beam 409±39 
(-)

9904±264 
(+)

7364±696 
(+)

11626±2072 
(+)

1)Mean ± standard deviation (n=3).
2)Threshold value : T1= 700 (non-irradiated), T2 = 5000 (irradiated), 
 (-): < T1, (M): T1 - T2, (+): > T2.

열발  (TL) 특성

감마선  자선 조사(0～10 kGy)된 과 옥수수 시료

의 glow curve (TL1)는 Fig. 1～3과 같다. 즉, 비조사 시료에

서는 280℃ 후에서 매우 낮은 peak가 나타났으나(Fig. 

1), 1 kGy 이상 조사시료에서는 특이한 glow curve가 180℃ 

후에서 나타났다(Fig. 2, 3). 이는 조사선원에 무 하게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peak intensity가 증가함을 보여

다. 한 두 시료에서 나타난 glow curve의 normalization

을 하여 1차 glow curve (TL1)를 측정한 검체에 다시 1 

kGy의 감마선을 조사하여 2차 glow curve (TL2)를 측정하고 

TL ratio (TL1/TL2 면 비)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2  3과 

Fig. 1. Typical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non-irradiated wheat (A) and corn (B).

Fig. 2.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wheat 
irradiated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A: γ-ray, B: e-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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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corn irradiated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A: γ-ray, B: e-beam).

Table 2. TL glow curves (150-250℃) and TL ratios (TL1/TL2) of inorganic dust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wheat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TL glow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F value2)

0 1 5 10

TL1

γ-ray 0.079 ± 0.0131)c 11.970 ± 8.091c 32.953 ± 4.530b 37.617 ± 10.233b

19.93***

e-beam 0.0788 ± 0.013c  8.279 ± 7.582c 30.890 ± 3.867b 56.350 ± 12.494a 

TL2

γ-ray 33.596± 6.613ab 43.137 ± 14.018a 38.740 ± 6.629ab 34.213 ± 5.523ab 

1.56***

e-beam 33.601 ± 6.610ab 25.975 ± 17.855b 31.645 ± 0.286b 42.780 ± 6.874a

TL ratio γ-ray  0.002 ± 0.001c 0.258 ± 0.091c 0.856 ± 0.071ab 1.088 ± 0.172b

31.11***

e-beam 0.002 ± 0.001c  0.286 ± 0.095c 0.974 ± 0.113b 1.329 ± 0.308a

1)Mean±standard deviation (n=3).
2)*p<0.1, **p<0.05, ***p<0.01.

Table 3. TL glow curve (150-250℃) and TL ratios (TL1/TL2) of inorganic dust minerals separated form irradiated corn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TL glow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F value2)

0 1 5 10

TL1

γ-ray 0.379 ± 0.0231)d 72.940 ± 2.268b 148.500 ± 25.176a 160.800 ± 18.410a

57.06***

e-beam 0.240 ± 0.015d 43.810 ± 3.260c 68.290 ± 10.09b 77.013 ± 8.825b

TL2

γ-ray 132.540 ± 37.278a 94.013 ± 6.136ab 72.207 ± 11.630ab 73.053 ± 10.047ab

2.35*

e-beam 142.620 ± 26.548a 122.497 ± 34.539ab 108.960 ± 21.237ab 74.887 ± 9.369b

TL ratio
γ-ray 0.003 ± 0.001b 0.778 ± 0.045ab 2.056 ± 0.119b 2.208 ± 0.134b

2.41*

e-beam 0.002 ± 0.001b 0.385 ± 0.148b 0.631 ± 0.030ab 1.030 ± 0.038a

1)Mean±standard deviation (n=3).
2)*p<0.1, **p<0.05, ***p<0.01.

같다. 그 결과 TL ratio 값이 0.1 이하이면 비조사, 0.1 이상이

면 조사구로 단하는데(15), 과 옥수수 두 시료 모두 

조사선원에 무 하게 비조사 시료에서는 0.1보다 낮은 0.02

∼0.03의 값을 나타내었고, 1 kGy 이상 조사시료에서는 0.1 

이상의 값으로 은 0.258∼1.329, 옥수수는 0.385∼2.208

을 나타내어 각각 비조사 시료와 조사시료간의 구분이 분명

하 다. 그러나 조사선원에 따른 TL glow curve intensity는 

자선 조사구가 감마선 조사구에 비해 훨씬 더 높은 경향

을 보 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동일한 조사선량이라도 

조사선원에 따라 곡류시료의 TL glow curve pattern과 

intensity에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 다. Chung과 Kwon(21) 

은 감마선과 자선 조사된 감자와 마늘의 thermoluminescence 

검지실험에서 감마선에 비해 자선 조사 시료에서 TL 

glow curve intensity가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스핀공명 (ESR)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 옥수수의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ESR spectra는 Fig 4와 5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두 

시료 모두 방사선 조사시료에서도 특이한 signal이 확인되

지 않았다. 즉, 의 g-value는 2.0068, 옥수수의 g-value는 

2.0072의 칭 인 unspecific central signal이 각각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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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wheat at different dose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A: γ-ray, B: e-beam).

Fig. 5. Typical ESR spectra of irradiated corn at different doses 
using different radiation sources (A: γ-ray, B: e-beam).

으며, 흡수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ESR signal intensity는 증

가하 으나 방사선 조사유래의 특이한 signal은 확인되지 

않아 ESR 측정에 의한 과 옥수수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조사선원에 따른 

signal intensity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과 옥수수의 방사선 조사여부 검지에

서는 PSL 측정에 의한 스크리닝과 TL 측정에 의한 확증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반 으로 감마선에 

비해 자선 조사된 시료에서 높은 강도의 PSL photon 

count와 TL glow curve를 나타내었다. 

요   약

곡류  수입이 활발한 과 옥수수에 하여 국제 으

로 이용이 허가된 감마선과 자선 에 지를 총 흡수선량 

0∼10 kGy를 조사한 다음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thermoluminescence (TL)  electron spin resonance 

(ESR)를 분석하여 조사여부 검지 특성을 확인하 다. PSL 

분석 결과, 두 시료 모두 조사선원에 계없이 비조사구에

서는 241～429 photon count/sec 값으로 700 (negative) 이하

의 값을, 1 kGy 이상 조사구에서는 5528～40870 photon 

count/sec 값으로 5000 (positive)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비조

사구와 조사구의 스크리닝이 가능하 다. TL 분석에서는 

두 시료 모두 조사선원에 무 하게 비조사구는 300℃ 부근

에서 매우 낮은 강도의 glow curve (TL1)를 나타낸 반면, 

조사구에서는 180℃ 부근에서 방사선 조사 유래의 glow 

curve (TL1)가 찰되었다. 한편 TL1 결과의 검증을 하여 

재조사에 의한 TL ratio (TL1/TL2)를 산출한 결과, 비조사구

에서는 0.03 이하를, 1 kGy 이상 조사구에서는 0.2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비조사구와 조사구의 threshold value 차이로

써 곡류 시료의 방사선 조사여부 별이 가능하 다. 과 

옥수수 시료에 한 ESR 분석 결과, 방사선 조사 유래의 

특이한 signal은 확인되지 않았다. 과 옥수수의 조사여부 

별에서 동일 선량에서의 PSL  TL signal은 감마선에 

비해 자선에서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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