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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 improved detection of radiation-induced paramagnetic faults was developed to identify the irradiation sta-
tus of basil and clove.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sample pretreatments, including freeze-drying (FD),
oven-drying (OD), alcoholic-extraction (AE), and water-washing and alcoholic-extraction (WAE), were examined.
All non-irradiated samples showed a single central signal (g0=2.006), whereas radicals representing two addi-
tional side peaks (g1=2.023 and g2=1.986) with a mutual distance of 6 mT were detected in the irradiated samples.
AE and WAE produced the best results for irradiated clove in terms of intensities of radiation-specific ESR
signals and their ratios to the central signal. However, FD provided the highest intensities of radiation-specific
ESR signals for basil, whereas their ratios to the major signal were better in the cases of AE and WAE. Signal
noise, particularly due to Mn2+ signals, was observed, whereas it decreased in AE and WAE pretreatments. Based
on our results, AE and WAE can improve the detection conditions for radiation-specific ESR signals in irradiat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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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조사식품의 국제 교역량은 2005년 기준으로 약 40만 톤이

국제적으로 교역 및 생산되었으며, 그 중 향신료 및 신선채

소류는 19만 톤으로 약 47%를 차지하였다(1). 식품의 방사

선 이용 가능성이 알려지고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국에

서는 소비자의 수용성과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여부

확인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식품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판별방법이 개발되어 CODEX(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S)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2).

전자스핀공명분석법(Electron Spin Resonance, ESR)을

이용한 조사여부 확인법은 섬유소, 당, 뼈를 함유한 식품에

서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특이적인 radical을 검출하여 조

사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으로서, 판별마커가 radical이므로

재현성이 높고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3). 특

히 섬유소를 함유하는 식품은 전 세계에서 널리 이용되는

식품군이므로 적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free radical의

경우 수분, 공기 및 라디칼을 포획하는 모체의 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시료의 특성 및 건조방법에 따라 라디칼

의 검출여부가 크게 좌우되며, 저장기간에 따라 라디칼이

쉽게 사라지는 단점이 있다(4).

일반적으로 향신료는 일반적으로 10 kGy의 조사선량이

허가되어 있으며, 미국과 뉴질랜드는 최고 30 kGy까지 허가

되어 있다. 고춧가루, 후추, thyme 등은 방사선 조사 처리 시

cellulose radical이 확인되어, 조사여부 확인시험법으로 ESR

방법이 적합하다고 보고되었으나(5,6), 건조 양파, 건조 마늘,

cumin, saffron, fennel, sage, savory 등은 조사처리에 따른

특이한 signal이 발견되지 않아 ESR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보고된바 있다(7-14). 특히, Ahn 등(15)은 10 kGy 조사된 건

조양파 및 건조마늘의 경우 매우 약한 cellulose 신호를 나타

내었고, Mn
2+
ion이 ESR signal에 영향을 크게 미쳐 조사여

부의 판별이 어려웠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식품 내에 존재하

는 특정 물질이 cellulose radical의 검출을 방해하거나 cellu-

lose와 유사한 non-cellulose 성분(hemi-cellulose 및 lignin)

등에 의해 cellulose가 상대적으로 함량이 낮아 ESR signal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4). 현재 식품공

전(16) 및 CEN(Committee European de Normalisation)

(17)에서 ESR의 전처리 방법으로 동결건조와 진공건조방법

을 제시하고 있다. Jo와 Kwon(18), Akram 등(19)은 상압건

조방법은 동결건조방법에 비해 건조시간이 짧고, cellu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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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al의 central peak와 side peak의 비(cellulose signal

ratio)가 판별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또한 Uchiyama 등(20)

은 향신료에 대해 methyl alcohol을 이용하여 건조하였을

때, non-cellulose 성분이 일부 제거됨으로써 동결건조처리

구보다 명확한 cellulose signal을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Ahn 등(21)은 Uchiyama 등(20)의 방법을 개선하여 시료를

세척한 후 ethyl alcohol을 이용하였을 때, Mn
2+
ion이 제거되

어 매우 명확한 ESR signal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식품 내 수분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radical의

확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명확한 ESR signal을 확인하

기 위해서는 수분함량을 최대한 낮추어야 하므로 건조방법

은 ESR 분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향신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건조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으나, 다른 섬유

소식품에 비해 cellulose radical이 확인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신료가공품 중 바질과 정향을 시

료로 선정하여 감마선 조사한 뒤 동결건조(FD), 상압건조

(OD), 알코올건조(AE) 및 세척알코올건조(WAE)에 따른

cellulose radical을 확인하고 분석 특성을 비교하여, 조사처

리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향신료의 ESR 전처리방법을 개선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바질과 정향은 대구의 E 향신료 전문

마트에서 구입하였다. 시료는 건조된 상태의 제품을 구입하

였으며, 폴리에틸렌(LDPE)필름에 포장한 후 감마선 조사

시료로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

포장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에 소재

한 Co-60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일정한 선량률로 0, 10, 5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

다. 이때 흡수선량은 alanine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여 ESR spectrometer

(EMS 104 EPR analyzer, Bruker Instruments)에 의해 확인

하였다.

시료의 전처리

ESR 측정을 위해 각 시료는 막자사발에서 분쇄하였으며,

40 mesh의 sieve를 이용하여 입자크기를 균일하게 한 후,

ESR 측정 시료로 이용하였다. 현재 식품공전(16)에서는

ESR 처리를 위한 건조방법으로서 동결건조방법과 진공건

조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결건조방법과

처리구로서 상압건조, 알코올건조, 세척알코올건조방법을

이용하여 각 방법의 ESR spectra를 비교하였다.

동결건조(freeze drying, FD): 시료의 동결건조는 Yor-

danov 등(22)의 방법에 따라 진공동결건조기(Bondiro, Ilsin

Bio Base, Yangju, Gyeonggido, Korea)에서 16시간동안 건

조하였다.

상압건조(oven drying, OD): 시료의 상압건조는 Akram

등(19)의 방법에 따라 드라이오븐에 넣고 50oC에서 6～8시

간 동안 건조하였다.

알코올건조(alcoholic extraction, AE): 시료의 알코올

건조는 Ahn 등(21)의 방법에 따라 시료 20 g과 80% ethyl

alcohol 100 mL와 혼합하여 20분간 정치시켰다. 시료를 강하

게 눌러 짜서 최대한 ethyl alcohol을 제거한 후 petridish에

골고루 펴 담아 상온에서 3～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세척알코올건조(washing and alcoholic extraction,

WAE): Ahn 등(21)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일정량의 증류수

(약 2 L)로 세척하면서 nylon sieve(pore size 150 μm)를 통

과시킨 후, sieve에 남은 잔사를 위 AE 방법과 동일하게 처

리하였다.

전자스핀공명분석

건조된 시료는 내경 3.7 mm의 pyrex ESR tube에 충진(약

0.15～0.2 g)하여 측정에 사용하였다. ESR signal은 CEN(10)

에 제시된 방법으로 X-band ESR spectrometer(JES-

TE300, Jeol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microwave power, 0.4 mW;

microwave frequency, 9.18～9.21 GHz; center magnetic

field, 324±2 mT; sweep width, 10～25 mT; modulation
frequency, 100 kHz; modulation width, 0.1～0.2 mT; am-

plitude, 20; sweep time, 30 s; 및 time constant, 0.03 s 등으

로 하였다.

결과 분석

모든 실험결과들은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실험결과는

Origin 8.0 software(Origin Lab. Co., Northampton, M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감마선 조사한 향신료의 동결건조에 따른 ESR spectra 특

성

감마선 조사한 동결건조 처리한 향신료(바질, 정향)에 대

해 전자스핀공명분석법(electron spin resonance, ESR)을

이용하여 조사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 조사구는 두 시료 모

두 g value가 2.006인 singlet signal이 나타났다(Fig. 1). 또

한 감마선 10 kGy 조사된 바질은 비조사구와 유사한 형태의

ESR signal이 확인되어 특이적인 signal은 발견되지 않았

다. 그러나 바질(50 kGy)과 정향(10, 50 kGy)의 경우 central

signal(g0)을 중심으로 좌우 3 mT의 간격으로 작은 peak(g1,

g2)가 나타나 cellulose radical로 확인되었다. 다만, 고 선량

으로 조사된 바질과 정향은 signal이 매우 명확하여 판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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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SR spectra of irradiated spices after freeze drying.
•: Mn ion, *: cellulose radical.

Fig. 2. ESR spectra of 10 kGy-irradiated
basil at different drying conditions.

쉽게 가능하였으나, 10 kGy 조사된 정향의 cellulose signal

은 매우 약한 signal을 나타내어 Ahn 등(15)의 결과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때 나타난 cellulose radical의 g

value는 g0=2.006, g1=2.024 및 g2=1.986으로 확인되었으며,

cellulose radical이 나타난 모든 ESR signal은 유사한 g val-

ue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조방법에 따른 조사시료의 ESR spectra

감마선 조사(10 kGy)된 바질과 정향에 대해 건조방법(FD,

OD, AE, WAE)을 달리하여 ESR signal을 분석하였다. 10

kGy 조사된 바질은 FD 및 OD 처리구에서 모두 특이한 sig-

nal이 나타나지 않아 조사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나, AE 및

WAE 처리 시 side signal이 보다 선명히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10 kGy 조사된 정향의 경우 모든 처리

구에서 Mn
2+
ion과 cellulose radical이 혼재하여 나타났으며,

FD 처리구에서는 매우 약한 cellulose radical을 나타내었고,

OD 처리구에서는 cellulose radical을 확인할 수 없었다(Fig.

3). 반면, AE 및 WAE 처리구에서는 Mn
2+
ion의 signal은

약하게 나타났고, cellulose radical은 명확하게 나타나, 조사

여부 확인이 용이한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이는 FD

및 OD 처리가 단지 수분함량을 제거하는 물리적인 건조방

법인데 비해, AE 및 WAE 처리는 수분함량을 낮출 뿐 아니

라 Mn2+ ion과 비섬유소 물질을 일부 제거하여 cellulose

radical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20,21). Mn2+ ion은 식물체내에 존재하는 유기라

디칼에 의해 생성되며(23,24), 비 조사시료에서 나타나는

singlet signal을 중심으로 좌우 8～9 mT 간격으로 3개씩

peak를 가지는 형태를 지닌다. Mn2+ ion은 방사선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자연유래의 라디칼로서 전자기장하에서 cellulose

radical보다 높은 감도(sensitivity)를 가지므로 ESR 측정 시

cellulose보다 쉽게 검출될 수 있다(25). 본 실험에서 사용된

바질과 정향의 경우 Mn2+ ion signal은 매우 낮은 강도로

나타나 cellulose radical의 판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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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SR spectra of 10 kGy-irradiated
clove at different drying conditions.

Fig. 4. ESR spectral intensities of irradiated spices at different drying conditions.

조사선량에 따라 ESR intensity를 비교하였을 때, 조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ESR intensity는 모든 건조방법에서 증가

하였다(Fig. 4). 또한 각 건조방법별로 ESR intensity를 비교

한 결과, 바질과 정향 모두 central signal(g0) intensity는

FD>OD>AE>WAE 순으로 나타났으며, g1 signal intensity

는 FD와 AE 처리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고, OD

와 WAE 처리구가 낮은 intensity를 나타내었다(Fig. 4). FD,

OD 처리 시 AE, WAE에 비해 central peak(g0)의 intensity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지만, side peak(g1, g2)의 intensity는

오히려 낮아 cellulose radical의 signal이 명확하지 않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건조방법에 따른 ESR 판별마커 parameter 분석

본 연구에서 확인된 cellulose radical의 ESR signal은 g0

를 중심으로 좌(g1), 우(g2)에서 각각 대칭적인 peak를 가지

는 대칭형 triplet signal로서, g1 peak는 오직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만 생성되는 cellulose 유래의 signal이라고 하였고

(10,23), g2 peak는 식물체내에 존재하는 Mn
2+
ion(26) 및

lignin(27,28)에서 생성되며, 열, 빛, 방사선 조사에 의해 신호

강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 Table 1은 바질과

정향에서 나타난 ESR spectrum의 g value 및 g1～g2 peak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 것으로, 두 peak의 간격이 약 6 mT로

cellulose 유래의 radical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조사된

과채류의 side peak 간격이 6.00±0.05 mT로 나타난다고 하

였던 de Jesus 등(29)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모

든 조사선량(10 및 50 kGy)에서 g1 value는 2.022～2.024,

g0 value는 2.006～2.007, g2 value는 1.986～1.988의 범위로

나타났는데, Nam과 Yang(9), Ahn 등(15)은 향신료의 ESR

분석 결과 g0 value 2.006, g1 value 2.020, g2 value 1.987로

나타난다고 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2는 바

질과 정향의 각 ESR signal의 ratio를 나타낸 것으로서 왼쪽

signal(g1)의 intensity를 1로 가정하였을 때, central sig-

nal(g0) 및 오른쪽 signal(g2)의 intensity를 나타낸 것이다.

AE 및 WAE 처리구의 경우 FD 및 OD 처리구에 비해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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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R signal ratios (intensity) of irradiated spices at
different sample pretreatments

Sample
Dose
(kGy)

Treatment
1)

Signal ratio
(gn intensity/g1 intensity)

g1 g0 g2

Basil

10

FD
OD
AE
WAE

－
－
1.0
1.0

－
－
64.3
71.2

－
－
1.1
0.9

50

FD
OD
AE
WAE

1.0
1.0
1.0
1.0

198.9
184.3
60.6
63.2

1.0
1.2
1.2
1.0

Clove

10

FD
OD
AE
WAE

1.0
1.0
1.0
1.0

62.9
55.4
16.8
11.4

1.0
1.0
0.8
1.1

50

FD
OD
AE
WAE

1.0
1.0
1.0
1.0

45.8
59.4
25.1
12.5

0.9
1.4
1.2
1.1

1)
FD, freeze drying; OD, oven drying; AE, alcoholic extraction;
WAE, water-washing & alcoholic extraction.

Table 1. The ESR signal information on measurement of the irradiated spices after employing different sample pretreatments

Sample
Dose
(kGy)

Treatment
1) g-value

2)

g1-g2 distance
g1 g0 g2

Basil

0

FD
OD
AE
WAE

－
－
－
－

2.00703
2.00690
2.00686
2.00699

－
－
－
－

10

FD
OD
AE
WAE

－
－

2.02375
2.02261

2.00697
2.00694
2.00701
2.00709

－
－

1.98741
1.98725

6.015
6.004

50

FD
OD
AE
WAE

2.23510
2.02452
2.02361
2.02366

2.00676
2.00692
2.00704
2.00682

1.98717
1.98679
1.98772
1.98735

6.050
5.977
6.116
6.108

Clove

0

FD
OD
AE
WAE

－
－
－
－

2.00658
2.00651
2.00664
2.00642

－
－
－
－

10

FD
OD
AE
WAE

2.02357
2.02401
2.02336
2.02362

2.00661
2.00691
2.00651
2.00667

1.98621
1.98686
1.98684
1.98687

5.911
6.013
6.018
5.947

50

FD
OD
AE
WAE

2.02395
2.02351
2.02396
2.02391

2.00677
2.00682
2.00627
2.00647

1.98702
1.98756
1.98702
1.98693

6.050
5.984
6.042
6.013

1)
FD, freeze drying; OD, oven drying; AE, alcoholic extraction; WAE, water-washing & alcoholic extraction.
2)g value (g1, left; g0, central; g2, right)＝71.448×microwave (GHz)/ magnetic field (mT).

ratio가 크게 낮게 나타났는데, g0 강도는 낮고 g1 및 g2 강도

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조사여부 판별에 매우 적합하였

다. de Jesus 등(29)은 cellulose radical의 각 peak intensity

의 비가 1:2:1(g1:g0:g2)일 때 가장 판별에 적합한 signal ratio

라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에서 FD 및 OD 처리구는 1:45～

199:1.1의 signal ratio를 나타낸 반면, AE 및 WAE 처리구는

그에 비해 약 3배 정도 감소한 1:11.4～62.9:1.1로 나타나 AE

및 WAE 처리구가 FD 및 OD 처리구에 비해 이상적인 sig-

nal ratio에 가까운 ESR spectrum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결론적으로, 감마선 처리된 바질과 정향의 조사여부 확인

을 위하여 건조방법(FD, OD, AE, WAE)을 달리하여 ESR

spectrum을 분석하였을 때, AE와 WAE에서는 매우 명확한

방사선 유래의 cellulose radical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그에

비해 FD 및 OD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ESR signal

intensity는 FD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OD, AE, WAE 순으

로 나타났으나, AE와 WAE가 조사여부 판별에 가장 적합한

signal ratio를 나타내었다. 조사여부 판별에 있어 바질의 경

우 AE가 WAE보다 적합하였고, 정향은 WAE가 AE보다

적합한 건조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섬유소 식품 중 바질과 정향의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 확인

을 위한 전자스핀공명분석법(ESR)의 개선을 위해 동결건조

(FD), 상압건조(OD), 알코올건조(AE), 알코올세척건조(WAE)

처리하여 cellulose radical을 확인하였다. 비 조사 시료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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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singlet signal(g0=2.006)을 나타내었고, 조사된 시료의 경

우는 모두 singlet signal을 중심으로 두 개의 side peak(g1=

2.023 and g2=1.986)가 6 mT 간격으로 나타나 cellulose 유래

의 signal을 확인할 수 있었다. AE, WAE 처리한 정향의

경우, 조사유래의 cellulose radical의 ESR intensity가 증가

하였으며, central peak와 side peak의 비율도 판별에 매우

적합하였다. 그러나 FD 처리한 바질의 경우 ESR intensity

는 가장 크게 나타났으나, signal ratio는 AE, WAE 처리하

였을 때 더 이상적이었다. 또한 Mn2+ signal 유래의 radical

은 AE, WAE 처리한 시료에서 크게 감소하여, FD 및 OD에

비해 매우 명확한 조사여부 판별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AE,

WAE 처리는 바질과 정향의 조사여부 판별방법을 크게 개

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기타 향신료에 대해서도

ESR spectra 분석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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