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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 방법(PSL, TL)을 이용한 선종별 조사처리 식품의 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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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ction of irradiated food using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and thermoluminesc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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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pplicability of photostimulated-luminescence (PSL) and thermoluminescence (TL) for the detection of 12
food materials (potato, onion, garlic, dried pumpkin, black mushroom, black soybean, Cheongkukjang powder, sea mustard,
pepper powder, Ramyun soup, corn tea, and green tea powder) irradiated with an electron beam, gamma ray, and X ray
at a range of 0.15 to 10 kGy was investigated. For PSL, negative results (less than 700 photon counts (PCs)) were
observed from non-irradiated foods while the irradiated foods showed intermediate (879 to 2,414 PCs) and/or positive
(19,951 to 65,919,035 PCs) values. In all irradiated samples, the maximum peak of the TL glow curve was observed
between 150 and 250oC. Our findings demonstrate the successful application of PSL and TL to determine whether food
items were irradiated or not.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radiatio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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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제적으로 식품의 조사처리는 미생물 살균, 해충사멸, 숙도지

연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식품산업의 화학훈증제, 열처리 대체기

술로 식품조사처리(food irradiation)의 사용이 대두되고 있다. 또

한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기능적, 영양적

및 관능적 특성 변화 없이 위생적인 식품이 공급되기 위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CODEX, IAEA, WHO와 같은 국

제기구에서는 식품의 조사처리기술 실용화와 안전성 평가를 위

해 조사식품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고, 조사식품의 검지법

개발과 안전성 평가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또한 식품조사처리에 방사성동위원소 60Co 또는 137Cs를 이

용한 감마선과 기계를 이용한 전자선과 X선을 허용하고 있으며

(4,5), 식품의 품질 변화 없이 살균, 살충, 발아억제, 숙도조절 등

의 목적으로 이용된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조사처리기술을 식품에 활용함으로써 위생화 관리를 위

해 이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현재 26개 식품군에 대해 목적 선량별 기준으로

허용품목이 관리·사용된다(6). 그러나 조사식품에 대한 표시가

의무화(2010년)되고, 감마선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기술이

라는 점에 의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등 수용성 부족으로 식품의

조사기술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한 전자선 조사처리가 각광을 받게 되었고, 2012년

조사처리 선원으로 전자선이 추가 허용되었다. 국제적으로 감마

선, 전자선, X선의 다양한 선종이 조사처리에 이용되고 있는 반

면, 국내에서는 감마선과 전자선만을 허용하고 있어 무역마찰에

대비한 X선 조사처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식품 중

조사처리 비교연구로 향신채소(7), 채소류(8), 곡류, 두류, 다류(9),

향신료(10), 조미료(11) 등에 대한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처리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확인시험법 적용 연구가 이미 많이 수행되

고 있다. 그러나 X선 조사처리에 관한 연구는 향신료(후춧가루)

및 유전독성학적 안전성평가 연구(12)만이 수행되어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조사선원에 따른 비교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전자선 및 X선의 경우에는 전자를 빠른 속도로 가속시켜 방

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하며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이 약한 단점이

있지만 감마선에 비해 전자선과 X선은 기계적인 에너지를 이용

하므로 향후 조사처리 기술의 활용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까지도 소비자들은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하고 있

어 수용도가 낮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 되

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조사처리 선

원으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는 선종(감마선, 전자선 및 X선)별

조사처리 식품에 물리적 확인시험법인 광자극발광법(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과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을 적용하

여 국내 조사처리 허용품목의 적용가능성을 비교·분석하였으며

*Corresponding author: Yoo-Kyung Jung, New Hazardous Sub-
stances Team, Food Safety Evaluation Department, National Insti-
tute of Food and Drug Safety Evaluatio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Cheongju, Chungbuk 28159, Korea
Tel: 82-43-719-4458
Fax: 82-43-719-4450
E-mail: jungyk60@korea.kr
Received May 9, 2016; revised June 28, 2016;
accepted July 26, 2016



400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8권 제 5호 (2016)

향후 조사식품 확인시험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감자, 양파, 마늘, 건호박, 목이버섯,

검은콩(서리태), 청국장가루, 미역, 고춧가루, 라면수프, 옥수수차,

분말 녹차로 국내 대형마트(Cheongju, Korea)에서 구입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조사처리

각 시료의 감마선 조사(γ-ray)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

연구소에서 60Co 감마선 조사 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이용하여 선량에 따라

조사하였다. 전자선 조사는 ELV4-electron accelerator (Energy 10

MeV, beam power 40, EB Tech Co., Daejeon, Korea) 전자선

조사장치를 이용하여 설정한 선량에 따라 조사하였다. X선 조사

는 전자선과 같은 조사시설에서 X선 컨버터를 부착하여 허용 기

준 선량으로 조사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Cellulose triacetate

dosimeter system (FTR-125, Fujifilm Co., Tokyo, Japan)을 이용

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목표 선량의 5% 이내였다.

광자극발광(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

광자극발광 분석은 현행 식품공전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시료

는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한으로 줄인 조건하에서 세절한 후 페

트리 접시(50×15 mm, Green Cross Medical, Inc., Yongin, Korea)

에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고르게 펼쳐 담은 후 Scottish

Universities Reactor and Research Center (SURRC) PSL irradi-

ated food screening system (SURRC, Glasgow, UK)으로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를 측정하였다. 기기의 cycle time은 1초, cycle

횟수는 60, dark count 50±3, light count 47±3이었다. 측정결과의

판정은 측정값(T)이 T1 (700 count/60초) 미만이면 음성검체(nega-

tive, 조사되지 않은 검체), T2 (5,000 count/60초) 초과이면 양성검

체(positive, 조사된 검체), T1-T2의 값을 나타내면 중간검체(inter-

mediate, 조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검체)로 판별하였다. 모든 시

험은 시료 당 3개의 검체를 조제하여 차광조건에서 반복 측정하

였다.

열발광(Thermoluminescence, TL) 분석

열발광법(TL)의 측정 시 시료의 적당량을 증류수와 함께 넣고

표면에 붙은 광물질이 분리되도록 5분간 초음파(Power sonic 520,

Hwashin, Seoul, Korea) 처리한 후 나일론 여과포(105 cm×250

cm, 125 μm)를 이용해 여과하고 광물질을 침전시킨 다음 광물질

을 분리하였다. 침전물을 튜브에 옮겨 담아 2.0 g/mL 농도의 폴

리텅스텐산나트륨(sodium polytungstate)용액 (TC-Tungsten, Grub

am Forst, Germany) 5 mL를 가하고 무기물과 비중차를 이용해 유

기물을 제거한 뒤 증류수로 2회 세척하였다. 그 후 1 N 염산(HCl)

2 mL을 가하여 10분간 정치시켜 탄산염(carbonate)을 제거하고 1 N

수산화암모늄(NH4OH) (Junsei Chem., Kyoto, Japan) 2 mL을 혼합

하여 10분간 중화시켰다. 중화한 광물질에 아세톤(J.T. Baker,

Center Valley, PA, USA)으로 2-3회 세척한 후 건조 된 광물질 약

0.1-5.0 mg을 TL 측정용 디스크에 옮겨 담고 실리콘스프레이

(Electrolube, Ashyby Park, UK)를 사용하여 고정시켜 50oC 건조

기에서 16시간 이상 예열한 다음 TLD system (Harshaw TLD-

3500, Thermo Scientific, Cleveland, OH, USA)을 이용하여 고순

도 질소가스(99.999%) 기류 하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초

기온도 50oC에서 5초간 예열한 후 5oC/s의 속도로 350oC까지 가

온하였다. 측정된 시료의 발광 곡선에서 최대발광피크가 나타나

는 온도 범위와 발광 강도, 그리고 재조사 방법에 의하여 TL ratio

(TL1/TL2)를 산출하였다(6).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광자극발광 분석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

어진 결과들은 SPSS Statistics Network Version 14.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

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 Effect of irradiation sources on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of 12 different foods

Food
Irradiation
dose (kGy)

PSL photon counts (counts/60 s)

Control Gamma ray Electron beam X ray

Potato 0.15 0308±361) (N)2) 014,062,109±5,292,484 (P) ,14,400,209±3,118,882 (P) 13,670,870±3,384,837 (P)

Onion 0.15 358±25 (N) 021,039±6,262 (P) ,24,555±4,675 (P) 25,083±8,185 (P)

Garlic 0.15 0385±132 (N) 017,805±6,048 (P) ,15,303±6,922 (P) 015,011±13,592 (P)

Dried pumpkin 7.0 311±19 (N) 01,356±271, (I) 2,414±117 (I) 54,748±9,333 (P)

Black mushroom 1.0 301±50 (N) 09,466±347, (P) ,11,761±1,271 (P) 046,215±19,827 (P)

Black soybean 5.0 298±99 (N) 0111,655±18,781 (P) 111,629±9,329, (P) 90,117±9,563 (P)

Cheongkukjang powder 7.0 328±67 (N) 019,951±4,649 (P) ,11,230±6,170 (P) 47,369±1,965 (P)

Sea mustard 7.0 288±76 (N) 0197,500±13,929 (P) ,164,940±13,922 (P) 119,447±60,654 (P)

Pepper powder 10.0 248±12 (N) 006,758±1,283 (P) 1,658±137 (I) 2,335±442 (I)

Ramyun soup 10.0 295±30 (N) 129,630,000±7,330,003 (P) 65,919,035±1,888,022 (P) 54,098,694±2,387,961 (P)

Corn tea 10.0 281±60 (N) 0043,609±56,383 (P) 1,330±115, (I) 1,051±148, (I)

Green tea powder 10.0 272±29 (N) 022,977±3,709 (P) 0895±126 (I) 879±77 (I)
1)Each value in mean±SD (n=3).
2)Threshold value (T): T1=700, T2=5,000, (N; negative)<T1, T1<(I; intermediate)<T2, (P; positive)>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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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광자극발광법(PSL) 적용

감마선, 전자선과 X선 조사처리한 시료(12 품목)에 대한 PSL

측정결과는 Table 1과 같다. 비조사구의 경우 700 count/60초 이

하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처리하지 않은 음성검체로 판별되었다.

감마선, 전자선과 X선 조사처리한 시료에서는 중간검체(879-2,414

count/60초) 및 양성검체(19,951-65,919,035 count/60초)로 판정되

었다. 고춧가루, 옥수수차, 분말 녹차의 경우, 감마선 조사 처리

에서는 양성검체로 판별되었으나, 전자선과 X선 조사에서는 중

간검체로 판정되어 식품별 조사처리의 흡수선량에 따른 차이로

보여졌다.

식품의 외벽에 존재하는 규소화합물은 격자 구조로 이루어져

조사처리에 의한 에너지를 포획하여 저장하고 있어 물리적으로

Fig. 1. Thermoluminescence glow curves (TL
1
) of minerals separated from non-irradiated (0 kGy)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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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여 방출되는 광자수(photon counts, PCs)를 측정하여 조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6). Kim 등(8)은 건호박에 감마선을 1-7

kGy 처리하여 PSL 분석 결과 모두 양성검체로 나타났으며, Jeong

등(13)은 고춧가루, 후춧가루 등 조사처리한 건조향신료의 PSL

측정 결과 7,004-70,519 범위의 양성검체로 판정하여 screening 목

적으로 타당성을 보고하였다(14). 이처럼 PSL에 관한 연구들은

각각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는데 사용된 시료 및 분석 조건의 환

경적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에서도 조사선원에 따른 차이 없이 광자극발광법을 이용

하여 조사여부 screening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식품별,

조사처리 선원에 따른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TL 분석을 수행

하였다.

Fig. 2. Thermoluminescence glow curves (TL
1
) of minerals separated from foods irradiated by gamma ray (G), electron beam (E), X-

ray (X), and control (C, 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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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발광법(TL) 적용

열발광법은 시료에 함유되거나 이물질의 형태로 존재하는 광

물질의 발광특성을 이용한다. 즉, 조사 후 광물질의 온도를 상승

시키면 조사에 의해 흡수된 에너지양에 의존하여 TL glow curve

를 나타내게 된다(15). 조사 허용 식품 및 선종에 따른 열발광분

석 결과는 Fig. 1과 Fig. 2와 같다. 비조사 시료(Fig. 1)의 TL

glow curve (TL1)는 모두 300oC 이상에서 자연 방사선에 의한

peak를 나타내는 비특이적인 glow curve를 보였으며 조사처리구

보다 TL 강도가 대체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또한, 감마선(γ),

전자선(E), X선(X) 조사처리 시료(Fig. 2)에서는 150-250oC 사이

에서 최대 피크를 보여 조사처리에 의한 특징적인 glow curve를

나타내었다. 12 품목별(감자, 양파, 마늘, 건호박, 목이버섯, 검은

콩, 청국장가루, 미역, 고춧가루, 라면수프, 옥수수차, 분말 녹차)

선종에 따른 조사처리 판정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청국장

분말은 γ>E>X, 고춧가루와 분말 녹차는 γ>X>E, 미역, 목이버

섯, 마늘은 E>γ>X, 양파, 감자, 검은콩는 E>X>γ, 라면수프와 옥

수수차는 X>E>γ, 건호박은 X>γ>E의 순서로 TL 강도 차이를 나

타내었다. 시료별 선종에 따라 최대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은 식품에서 분리한 광물질의 종류 와 양에 따라 흡수되는 에너

지의 양이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선행연구에서, Jeong 등(13)은 조사처리한 건조 향신료의 경우

150-250oC에서 glow curve를 나타내었고 선원에 따른 차이는 없

었으나 조사 선량에 따라 TL 강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Chung and Kwon(15)은

감자와 마늘의 TL측정 결과 전자선이 감마선보다 TL 강도가 높

았다고 보고하였고 Kim(16)은 냉동 중국산 마늘에서 전자선이 가

장 높은 강도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Jin 등(17)은 검은콩의 원

산지에 따른 비교 결과 중국산은 전자선>감마선, 국산은 감마선

>전자선이 TL강도가 높다고 하였으며 Kim 등(9)의 연구에서는

건호박과 멸치분말에서 X선이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어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선행연구

에서 채소류(8), 곡류, 두류, 다류(9), 향신료(10), 조미료(11) 등 선

원에 따라 TL 강도 차이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영향은 식품에서

분리하는 광물질의 양, 조사처리에 의한 식품의 흡수선량률, 무

기질 성분 등의 원인으로 보여진다(18,19). 따라서 12개 식품별

TL 분석을 통해 PSL에서 중간검체로 보여진 건호박(감마선, 전

자선), 고춧가루, 옥수수차 및 분말 녹차(전자선, X선)의 조사처

리에 대해 재검증할 수 있었고 TL 적용성 확인은 TL1과 TL2(재

조사)의 면적 값의 비(TL ratio)를 통해 확인하였다.

TL ratio 특성

식품에서 분리된 광물질에 대하여 TL 측정(TL1)하면 광물질에

포획된 에너지가 방출되며 특유의 발광곡선이 나타나고 동시에

포획된 에너지는 모두 소멸하게 된다. 여기에 1 kGy로 재조사한

후 다시 TL을 측정(TL2)하여 발광곡선의 면적값(150-250oC)을 비

교하면 TL ratio를 산출할 수 있다. EN1788에서는 면적값의 비

가 0.1 이상이면 조사, 0.1 이하이면 비조사로 판정하도록 권고하

고 있으며(20) 국내 식품공전에서는 단일 시료에 대해 TL ratio

값이 0.1 이상이면 조사, 0.1 이하이면 비 조사로 판정하도록 기

준을 제시하고 있다(6). 본 실험 결과(Table 2), 비조사 시료는 모

두 0.1 이하의 TL ratio 값을 나타내었고 조사처리 시료는 0.1143-

2.9318로 모두 0.1 이상의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선종에 따른

TL ratio 값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감마선, 전자선 및 X선

조사처리한 모든 시료에서 TL 확인시험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건조향신채소, 건채소류, 감자, 마늘, 조미분말 등

(7,8,14,18)의 선행연구 결과 TL ratio는 식품의 조사처리 여부 확

인을 위해 유용하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TL ratio를

통한 식품 및 선종별, 12품목에 대한 조사처리 검지 확인이 가

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국내 조사처리 허용품목을 대상으로 다소비, 다빈도, 다수입 품

목 12종(감자, 양파, 마늘, 건호박, 목이버섯, 검은콩, 청국장가루,

미역, 고춧가루, 라면수프, 옥수수차, 분말 녹차)을 선정하여 조사

처리 선원에 따른 물리적 확인시험법(PSL 및 TL)을 적용하여 조

사처리 여부를 확인하였다. PSL 적용 결과 모든 비조사 시료에

서는 700 count/60초(T1)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음성 또는 비조사

판정이 가능하였다. 감마선, 전자선과 X선을 처리한 시료에서는

879-2,414 (intermediate)와 19,951-65,919,035 (positive) 범위로 수

치가 확인되었으며 조사 선원에 따른 수치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L 적용 결과 비조사 시료에서는 300oC 이상에서 자연방사선에

의한 peak를 나타내는 비특이적인 글로우 곡선을 보였으며 3개

의 선종별 TL 분석 결과에서는 150-250oC의 온도 범위에서 최대

Table 2. Thermoluminescence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foods

Food
TL ratio1) by radiation treatment

Control2) Gamma ray Electron beam X ray

Potato 0.0005 0.1143 0.1619 0.1580

Onion 0.0170 0.1388 0.1572 0.1679

Garlic 0.0090 0.1432 0.1214 0.2967

Dried pumpkin 0.0005 1.5062 1.7072 1.4440

Black mushroom 0.0064 0.4203 0.5085 0.4250

Black soybean 0.0051 0.5377 1.3481 0.7692

Cheongkukjang powder 0.0017 0.7207 0.1960 2.9318

Sea mustard 0.0055 1.1032 1.5375 1.1933

Pepper powder 0.0026 0.8560 0.9001 0.4730

Ramyun soup 0.0047 0.6634 1.0418 1.7105

Corn tea 0.0087 0.7558 0.8755 0.7321

Green tea powder 0.0018 1.3338 0.5795 0.5327

1)TL ratio means integrated area of TL1/TL2 at the range of 150 to 250oC.
2)Control indicates non-irradiated food (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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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k를 나타내었다. 한편, 선종별 TL 강도 차이는 청국장 분말의

경우 감마선(γ)>전자선(E)>X선(X), 고춧가루와 분말 녹차는 γ>

X>E, 미역, 목이버섯, 마늘은 E>γ>X, 양파, 감자, 검은콩는

E>X>γ,  라면수프와 옥수수차는 X>E>γ, 건호박은 X>γ>E의 순

서로 TL 강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함께, TL ratio(TL1/TL2)

값은 조사처리구에서 0.1143-2.9318 범위를 나타내어 국내 단일

시료 조사판정 범위인 TL ratio 0.1 이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

라서 조사처리선원에 따른 조사여부 판정은 현행 물리적 확인시

험법으로 가능하였으며 광물질의 함량과 조사처리 선량 등 식품

중 조사처리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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