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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의 가공특성 및 원산지별 조사처리 판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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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irradiated soybean with different processing and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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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irradiated (gamma-ray and electron-beam) soybeans with
different processing (dry and powder) and origins (Korea, China, and USA)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results
of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screening indicated that all non-irradiated soybeans showed photon counts (PCs)
≤700, while all irradiated soybeans showed positive values-gamma-ray 5,815-39,591 count/min; electron beam 5,791-
60,055 count/min. The results of thermoluminescence (TL) analysis of all irradiated soybeans indicated that the TL

1
 glow

curves exhibited maximum peaks at 150-250. TL ratio of irradiated samples was ≥0.1; therefore, the clear identification
of irradiated samples was guaranteed by analysis of the TL

1 
curve shape and TL ratios. The results of electron spin

resonance (ESR) signal of 3 irradiated and dried soybeans showed two side peaks mutually spaced at 6.0 mT (cellulose
radical). Non-specific signal was detected for all irradiated soybean powders; hence, ESR analysis could not be perfo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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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두는 영양이 풍부하여 인체에 필요한 여러 영양물질을 공급

하는 한국인의 식사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작물로 전 세

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작물 중 하나이다(1). 대두는 수확

후 저장성 연장을 위해 건조, 분쇄 등의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과 WTO 출범 이후 곡류, 두류, 유지종실류, 건조

및 신선 농산물 등의 시장개방으로 국제교역이 증가되면서 농산

물의 검역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2). 우리나라의 대

두 수입량은 2014년 1,281,882 톤으로 전체 농·임산물 중 15.5%

에 해당되며 이는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3). 한편 대

두는 수확 후 건조, 분쇄 등의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으나 가공·

저장 중 해충과 미생물의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량 수입하

는 국가에서는 검역 및 검지기술의 확보에 따라 수입식품에 대

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고(4) 유통과정 중 상품가치의 상승 또는

수확 후 해충의 방제와 위생적 품질관리(5)를 위하여 자외선 조

사, 조사처리 기술 등 비가열, 비약제 처리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식품의 조사처리 기술은 국제기구(WHO/IAEA)에서 그 안전성

과 기술적 타당성이 인정되어 Codex 일반 규격이 채택됨으로써

국가별로 다양한 식품에 허용되어 이용되고 있다(6-10). 식품의

조사처리 이용은 오염된 미생물이나 해충을 사멸시키고 생체 식

품의 생장을 지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저장 기술로 식품의 품

질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해충 사멸, 살균효과가 우수한 기술로

알려져 있다(11). 국내에서는 감자, 양파, 마늘에 발아억제, 살충·

살균 등의 목적으로 조사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며 살균의 목적으

로 조미건어포류까지 허용되면서 27개 품목에 허용되어 있다. 또

한 조사처리 여부의 정확한 판별을 위해 허용품목과 비허용 품

목에 대한 적용성 검토, 조사처리 선종에 대한 비교 연구 등 확

인시험법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12,13). 대두

의 조사처리 분석법에 관한 연구로는 감마선 조사처리 두류의 탄

화수소(hydrocarbon)류 검출 특성(14), 대두의 물리적 변화(15-17),

미생물학적 및 이화학적 특성 연구(18)로 다양한 원산지와 가공

특성에 따른 분석법을 확인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대두 등

식품별 수입국과 가공형태에 따른 조사처리는 국가별로 허용품

목과 허가규정이 서로 상이하며 국내·외 소비자의 조사식품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성에 따라 영향력이 다를 수 있어 수입·수

출 국가별 기준 규격에 따라 유통식품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

하다(19). 식품을 교역하는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원

료에서 소비자가 구매하기 전까지 여러 형태로 가공처리 되는 다

양한 가공형태별 확인가능한 분석법 개발과 적용성 검토 등 연

구개발을 통해 소비자의 조사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

는 정확한 판별법 마련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유통되고 있는 대두의 가공특성별,

원산지에 따른 조사처리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시험법 적

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로 식품공전에 명시된 조사식품 확인시험

법인 광자극발광법(PSL), 열발광법(TL), 전자스핀공명법(ESR)을

통해 조사처리 판별 특성을 분석하고 수입식품 관리에 필요한 검

지기술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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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대두는 가공특성(건조, 분말) 및 원산지(국산, 중국산)를 구별하

여 선정하고 충북 청주시의 대형마트(Cheongju, Korea)에서 유통

되고 있는 것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조사처리

감마선 조사처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Jeongeup,

Korea)의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

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이용하여 0, 3, 5 kGy의 흡수

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전자선 조사는 전자빔가속기(electron beam

accelerator, Energy 10 MeV, beam power 40, EB-Tech Co., Dae-

jeon, Korea)를 이용하여 허용 기준 선량으로 조사처리 하였다. 감

마선과 전자선을 조사처리 한 시료는 25oC 차광조건에서 7일 이

내에 분석하였으며 식품별 흡수선량 확인은 Cellulose triace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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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목표 선량의 5.0% 이내였다.

광자극발광(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

광자극발광 분석(PSL)은 식품공전 확인시험법(13)에 따라 PSL

측정용 페트리 접시(50×15 mm, Green Cross Medical Inc., Yon-

gin, Korea)에 담고, SURRC PSL screening system (Scottish

Universities Reserch and Reactor Center, Glasgow, UK)에서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수를 계측하였다. 조사여부 판정을 위한

threshold value는 T1=700 count/min과 T2=5000 count/min으로 T1

미만이면 음성(negative, 비조사 시료)으로 판정하고, T2 초과이면

양성시료(positive, 조사 시료)로 판정하였다. 측정값이 T1과 T2 사

이의 값을 나타내면 중간시료(intermediate, 조사처리 여부를 판단

할 수 없는 시료)로 판별하였다. 모든 시험은 시료별 3개의 검체

를 조제하여 차광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열발광(thermoluminescence, TL) 분석

열발광분석(TL)을 위하여 식품공전(13)의 비중분리법(density

separation method, DS)을 사용하여 시료 100-150 g에 증류수를 가

하여 초음파처리기(Power sonic 520, Hwashin, Seoul, Korea)에서

5분간 처리한 후 나일론 체(105×250 cm, 125 μm)를 이용하여 여

과하고 일정시간 정치시킨 다음 광물질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광

물질에 밀도 2.0 g/mL의 sodium polytungstate solution (TC-Tung-

sten compounds, Bavatia, Germany) 5 mL를 가하여 유기물을 제

거하고 증류수로 2-3회 세척하였다. 광물질은 탄산염(carbonate)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는 재조사 후 측정 시 glow curve peak에 대

해 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1 N 염

산(HCl, Duksan Chem., Ansan, Korea) 2 mL를 가하여 10분간

정치시킨 후 1 N 수산화암모늄(NH4OH, Junsei Chem., Kyoto,

Japan) 2 mL를 혼합해 10분간 중화시켰다. 중화된 광물질을 증류

수로 충분히 세척한 후 아세톤(J.T. Baker, Center Valley, PA,

USA)으로 세척 후 건조하였다. 건조된 광물질 0.1-5.0 mg을 TL

측정용 알루미늄 디스크에 옮겨 실리콘스프레이를 사용하여 고

정시킨 후 50oC 건조기에서 16시간 동안 예열한 후 TLD 분석기

기(Harshaw TLD-3500, Thermo Scientific, Cleveland, OH, USA)

를 이용하여 고순도 질소가스(99.999%) 기류 하에서 측정하였다.

측정 조건은 초기온도 50oC에서 5초간 예열한 후 5oC/s의 속도로

350oC까지 가온하였다. 측정된 시료의 발광 곡선에서 최대발광피

크가 나타나는 온도 범위와 발광 강도, 그리고 재조사 방법에 의

하여 TL ratio(TL1/TL2)를 산출하였다.

전자스핀공명(electron spin resonance, ESR) 분석

ESR 분석에 사용된 건조 대두는 수분이 가장 적은 껍질 부위

를 박피하여 식품공전(13)과 Yordanov 등(20), EN1787(21)의 방

법에 따라 냉동건조기(FD 8508, Ilsin Bio Base Co., Ltd.,

Yangju, Kyunggido, Korea)에서 18시간 이상 건조 후 분쇄하여 시

료로 사용하였고, 대두 분말의 경우 50oC 건조오븐(dry oven)에

서 48시간 이상 건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내

경 5 mm quartz ESR tube에 약 100 mg 충진하여 X-band escan

Food Analyzer (Bruker, Billerica, MA, USA)을 이용하여 실온에

서 2회 반복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이상의 실험에서 광자극발광 분석, 열발광분석은 3회 반복 실

험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tatistics Network Version

14.0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으로 분석하였다.

Table 1.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oybeans for different processing and origin

Processing and origin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3 5

Dry

Korea
γ-ray

0266±821) (-)2)
28,199±10300, (+) 17,321±3,134 (+)

E-beam 26,411±10,054 (+) 046,151±13,940 (+)

China
γ-ray

395±45 (-)
35,664±12,259 (+) 053,588±16,446 (+)

E-beam 45,466±10,147 (+) 062,163±16,886 (+)

USA
γ-ray

278±37 (-)
39,591±3,7860 (+) 44,643±7,359 (+)

E-beam 60,055±20,027 (+) 124,098±14,732 (+)

Powder

Korea
γ-ray

247±58 (-)
5,815±5960 (+) 10,761±9420, (+)

E-beam 5,791±7880 (+) 12,541±1,526 (+)

China
γ-ray

316±47 (-)
6,853±1910 (+) 18,347±1,564 (+)

E-beam 15,387±2,269 (+) 13,676±1,628 (+)

1)Values represent the mean of three determinations±S.D.
2)Threshold value : T1=700, T2=5000, (-)<T1, T1<(m)<T2, (+)>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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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oybeans with different processing and origin (left:

control, middle: gamma-ray, righ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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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광자극발광(PSL) 분석 판별

광자극발광법은 식품에 혼입될 수 있는 이물질인 광물질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광자 수(photon counts, PCs)로 측정하여 식품

의 조사처리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대두의 가공특성(건조, 분쇄)

과 원산지(국산, 중국산, 미국산)에 따른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

처리 여부를 확인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처리를 하지 않

은 대두의 경우 266-395 count/min로 700oC 이하의 값을 나타내

어 음성(negative) 값으로 나타나 조사처리 되지 않은 시료로 확

인되었다.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처리 한 대두는 감마선의 경우

5,815-39,591 count/min, 전자선의 경우 5,791-60,055 count/min의

결과로 모두 5,000 count/min 이상인 양성(positive)값을 나타내어

대두는 가공특성, 선종, 선량에 관계없이 조사처리 판별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조사처리 대두는 원산지에 따른 방출 에

너지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가공형태에 따라 건조 대두보다 분

말 대두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Jin 등

(15)의 원산지를 달리한 대두의 PSL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이러한 광자수의 차이는 대두가 분쇄가공 과정 중 광물질이

소실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EN 13751(22)에 의하면 광자

극발광법의 적용 가능한 식품군으로 건조향신료(육두구, 후추 제

외)와 채소류 및 수산품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PSL은 스크리닝

목적으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다. Jeong 등(17)과 Han 등(23)의 연

구에서 감마선을 0.5 kGy 조사처리 한 대두(미국산)가 5,000 이

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열발광분석(TL) 판별

건조 및 분쇄 대두의 원산지별 조사처리 판별 특성을 확인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식품에 혼입된 이물질인 광물질의 발광 특

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광자극방법과 분석원리는 유사하지만 열

발광분석은 50-350의 열을 가해서 조사에너지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조사처리 식품은 150-250oC에서 발광 강도(intensity)가 최대

발광곡선을 나타낸다(13). 비조사 대두의 경우 300oC 이상에서 자

연방사선에 의한 발광곡선이 나타났고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

처리한 대두에서는 150-250oC에서 조사처리에 의한 발광곡선을

나타내어 조사처리 유무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감마

선과 전자선에 따른 발광 강도는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선종별 선량에 따른 차이는 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감마선은 강도가 증가하였으나 전자선은 선량에 따른

강도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시료별 흡수선량의 차이에 따

른 영향으로 보여진다. 또한 가공형태에 따른 TL의 발광강도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건조 또는 분말에 따른 강도차이는 PSL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건조 대두가 분말 대두보다 발광강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Jin 등(15)의 중국산과 국산 대두의 조사처리에

따른 TL 결과에서도 중국산이 국산 대두보다 에너지 강도가 낮

았고 감마선이 전자선 보다 낮은 강도를 보여 본 결과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실험하는 시료의 가공 환경에 따른 영향

이라 사료된다. Lee 등(24)은 조사처리 대두의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TL 세기(intensity)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L 분석은 분리한 광물질을 사용

하여 측정된 발광곡선(TL1)의 normalization을 위하여 1 kGy로 재

조사한 후 TL을 재측정하여 TL2를 얻고 그 결과를 이용한 TL

ratio (TL1/TL2)를 산출할 수 있다(Table 2). TL ratio 결과는 0.1

이하의 경우 비조사처리 시료, 0.1 이상의 경우 조사처리 시료로

판별할 수 있다(13,25). 조사처리를 하지 않은 대두는 0.004-0.096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감마선 조사처리 대두는 0.488-2.099, 전자

선 조사처리 대두는 0.770-2.429의 범위로 나타나 조사처리를 정

확하게 판별할 수 있었으며 열발광곡선 결과를 뒷받침 할 수 있

는 신뢰성을 더욱 높였다.

전자스핀공명(ESR) 분석 판별

뼈, 셀룰로오스 및 결정형 당(crystalline sugar)을 함유하는 식

품에 잔존하는 조사처리로 생성된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을 분

광학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자장에 의하여 전자가 공명한 후

방출하는 에너지의 차이를 측정하여 조사처리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이다(19). 대두의 가공특성(건조, 분쇄)과 원산지별 ESR을 측

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건조 대두는 껍질을 이용하고 분쇄

대두는 수분을 제거하여 건조 후 측정한 결과, 비조사 시료에서

는 singlet signal이 나타났고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처리 한 대

두는 모두 center signal을 중심으로 좌우 3.0 mT의 간격을 둔 셀

룰로수 라디칼(cellulose radical)에 의한 ESR signal이 확인되었다.

Han 등(23)은 감마선 조사처리 대두(미국산)에서 cellulose 유래의

signal이 확인하였으며 Lee 등(16)의 감마선 조사처리한 국산과

중국산 대두에서도 cellulose radical이 확인되었으며 원산지에 따

라 국산보다는 수입산이 signal intensity가 높다는 보고와 일치하

Table 2. Thermoluminescence ratio (integrated TL
1
/integrated TL

2
) of minerals separated irradiated soybean with different processing

and origin

Processing and origin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3 5

Dry

Korea
γ-ray

00.004±0.0021)
0.488±0.335 1.602±0.415

E-beam 0.839±0.120 1.292±0.469

China
γ-ray

0.027±0.023
0.971±0.139 1.584±0.539

E-beam 1.322±0.198 2.010±0.468

USA
γ-ray

0.027±0.042
0.876±0.207 1.541±0.141

E-beam 0.770±0.160 1.465±0.035

Powder

Korea
γray

0.020±0.027
1.122±0.169 2.099±0.201

E-beam 1.442±0.330 2.429±1.483

China
γ-ray

0.096±0.161
0.935±0.488 1.769±0.927

E-beam 1.473±0.164 1.687±0.115

1)Values represent the mean of three determinations±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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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R signals for different processing and origin of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oybeans (left: control, middle: gamma-ray,

right: electron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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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반면 분쇄한 대두의 경우 비조사 시료에서는 unspecific

central ESR signal이 나타났고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처리한 분

쇄 대두에서도 특이적인 radical을 확인할 수 없어 판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Marcos와 Nelida(26)는 대두의 부위(cotylodons,

coat, hilum, hypocotyl)별로 분리하여 측정한 결과 껍질에서만

cellulose 유래 radical이 확인되었으며 대두를 분쇄하여 측정한 경

우 특이적인 radical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두의 원산지에 따른

signal 또는 강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건조대두보다 분말한

대두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런

가공형태에 따른 차이는 분쇄 가공시 물리적인 충격을 주어 분

쇄(milling)가 되는데 이러한 충격으로 분쇄 대두에서는 signal이

생성될 수 있으며 조사처리에 의한 signal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

단되었다.

요 약

식품의 다양한 가공특성별 조사처리 식품의 분석법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처리 대두의 가공특성(건

조, 분쇄) 및 원산지(국산, 중국산, 미국산)별 물리적 확인시험법

을 이용한 판별 특성을 확인하였다. 광자극발광(PSL) 분석 결과

비조사시료는 266-395 count/min으로 700oC 이하의 값을 나타내

어 음성(negative) 값으로 나타나 조사처리 되지 않은 시료로 확

인되었다.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처리한 대두는 감마선의 경우

5,815-39,591 count/min, 전자선의 경우 5,791-60,055 count/min의

결과로 모두 5,000 count/min 이상인 양성(positive)값을 나타내어

대두는 가공특성, 선종, 선량에 관계없이 조사처리 판별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발광분석(TL)을 통한 조사처리 확인에서

는 비조사 시료는 300oC 이상에서 자연방사선에 의한 발광곡선

을 나타내었고 감마선과 전자선 조사처리 대두에서는 150-250oC

에서 조사처리에 의한 최대곡선을 나타내어 조사처리 판별이 가

능하였다. 전자스핀공명 분석 결과는 건조대두의 껍질에서 조사

처리에 의한 cellulose radical이 확인되었으며 분쇄한 대두의 경

우에는 비조사시료와 조사처리에 의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조사처리 판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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