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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adiation technology (RT) has long been applied in various fields for increasing the safety and shelf-life of
foods by controlling pathogen-induced poisoning. RT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in the 1950s to eliminate
harmful microorganisms in food materials. In the 1980s, RT had been scientifically proven to be effective for the
sterilization of food and public health products. In recent years, irradiation with gamma rays has also been used for
improving physiological properties through the structural modification of natural molecules, which has been proposed to
be applicable to various industries. In particular, radiation transformation technology (RTT), which involves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compounds through the molecular conversion of natural biomaterials, is becoming a new
high-value technology as a fusion technique of RT and biotechnology. The present reports have suggested that RTT can
be an effective tool for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compounds and improvement of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biomole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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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기술(RT, Radiation Technology)은 첨단의료기술, 우주기

술, 국방기술, 생명공학기술, 나노기술, 정보기술, 환경기술 등과

연계하여 산업 각 분야에 복합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는 추세

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방사선의 종류에는 방사선

동위원소로부터 방출되는 α (알파), β (베타), γ (감마)선, 기계적

으로 발생되는 X선, 전자가속기에서 나오는 전자선, 원자로에서

만들 수 있는 중성자선 등이 있다. 이중 감마선은 식품 및 공중

보건산업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투과력이 약한 전자선

이나 일부 의약품 및 의료용품에 사용되는 X선은 이용분야가 제

한적이다(Siegbahn과 Axel, 1966).

방사선 조사 기술은 1959년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식품의 미생

물 살균 및 돼지고기의 선모충제거 등의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

되었으며, 1980년대 들어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멸균 및 위생

화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면서 전 세계적으

로 식품가공 및 식품생명공학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Byun, 1998; Deitch, 1982; Josephson 등, 1968). 이러한 기술은

2000년대 초반까지 효과적인 식품멸균이 필요한 특수목적 식품

을 개발하는데 이용되었다. 그 예로, 미육군(U.S. Army)은 군 급

식체계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한 전투식량을 개발하여 실

용화 하였으며, 미우주항공국(NASA)에서는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식품의 영양과 관능적인 특성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멸

균된 우주식량을 개발하였다(Farkas와 Mohácsi-Farkas, 2011; Per-

chonok과 Bourland, 2002). 또한 방사선 이용 천연 생물소재의 색

상개선, 불순물 제거 및 기능성 향상 기술 등 생물소재의 산업

적용성을 증대시키는 기술로서 녹차 추출물 화장품을 개발하는

데 이용되었다(Lee 등, 2006). 최근에는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각종 인공화합물들의 안전성에 대한 중요

성이 강조됨에 따라 인공화합물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

여 방사선기술(RT)과 생명공학기술(BT, Bio Technology)의 융합

기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분자변환기술(RTT, Radiation

Transformation Technology)은 RT와 BT의 융합기술로 열처리나 화

학처리가 아닌 새로운 물리적 가공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Fig. 1).

이러한 기술은 투과력이 높은 감마선을 이용하여 보다 쉽고 빠

르게 천연 생물소재의 구조변환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소재에 대한 불용/독성 물질 저감

화, 미백, 항암 및 항염증 효과 증진, 고분자 물질의 저분자화,

용해도/점성 개선 등과 같은 보다 효과적인 고기능성 신규생물소

재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술로 보고 되고 있다(Byun 등, 20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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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등, 2017a; Park 등, 2015; Sung 등, 2009b; Sung 등, 2014).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

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생명연장에 대한 관심도가 높

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천연물 자원의 한계

성을 극복하고 미래대체자원으로써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뿐만 아

니라, 다양한 기능성을 부각시킨 고부가가치의 바이오·의료소재

개발 및 실용화 활용을 위해 부각되고 있는 방사선분자변환기술

(RTT)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본 론

1. 방사선 조사의 배경 기술

1.1. 방사선 조사의 배경 기술 및 동향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신규 생물소재(고성능/고효

율)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하여 연구개발비 투자가 가속화됨에 따

라, 첨단기능을 가지는 신물질의 개발에 있어 기존에 사용되는

기법의 문제점들(물질합성의 소요시간 및 비용)을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이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 연구개발 동향

을 바탕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는 방사선

을 이용한 천연 생물자원으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추출물

의 유해물질 제거, 정제 및 가공 기술 등이 개발되어 공중보건용

기능성 신소재 대량생산기술 및 생리활성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

는 기술들을 확보해왔으며, 일부 성과는 세계적인 관심을 얻으며

관련 연구 분야의 선두그룹에 속해 있다. 또한 방사선과 생명공

학의 융·복합기술을 기반으로 농업·생물 유래 기능성 소재의

생리활성 증진, 불용성, 독성 물질 저감화, 고분자 물질들의 저분

자화, 용해도 및 점성 개선 등과 같이 다방면에서 방사선기술의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Byun 등, 2016a; Byun 등, 2017a; Park 등,

2015; Sung 등, 2009b; Sung 등, 2014).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

물소재에 대한 방사선 이용 효율 극대화를 위한 방사선의 직/간

접효과(direct/indirect effect)를 예측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의 확보, 새로운 소재 개발 및 기능성 향상에 대두되고 있는 방

사선 조사 기술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 되고 있다. 예를 들

어, 이전의 연구에서는 다당류의 체내 흡수율 증가를 위한 방법

으로 효소 및 산 가수분해를 통하여 당과 당 사이를 연결해주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을 절단시켜 저분자화를 유도하였지만, 방사선

조사기술은 다당류의 저분자화를 훨씬 간편하고 빠르게 유도하

여 소장에서의 흡수율을 증진시킬 수 있다(Byun 등, 2008; Lim

등, 2015). 또한 단백질의 경우 방사선 조사에 의해 구조가 변형

되어 알레르기원성이 감소되며, 독성 단백질의 경우 그 독성이

감소됨으로써 단백질의 사용을 보다 더욱더 용이하게 할 수 있

음이 보고되었다(Katial 등, 2002). 뿐만 아니라 화장품 소재의 개

발에서 중요 요소로 작용하는 색도의 문제, 침투력 및 흡수력 증

진에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일반적인 기능

성 화장품의 효능을 넘어 피부질환 보조 치료제로서의 역할까지

가능한 메디컬 화장품(코스메슈티컬; cosmetics+pharmaceutical)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Lee 등, 2006). 최근에는 각종 천연

물에서의 유효성분 추출 효율 증대를 통한 암환자에 대한 면역

조혈증진식품, 항암, 노화방지를 위한 기술 및 제품 개발에도 방

사선 조사 기술이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Lee 등, 2012).

1.2. 방사선 조사기술을 통한 생물소재의 가공적성 개선

1.2.1. 방사선 조사기술을 통한 물리/화학적 특성 개선

최근 인체 면역기능 증대에 대한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고 알

려져 있는 다당류들은 분자량, 분자도, 결합의 위치 및 결합도 등

에 의해 점도, 점성, 용해도 및 색도와 같은 물리화학적 특성이

결정된다(BeMiller와 Bohn, 1995). 하지만, 고분자 다당체의 경우

점성이 높고, 용해도가 낮아 실제 가공공정에서 적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산 가수분해, 효소처리, ultrasonication 및 초음파 등의 방

법을 이용하여 저분자화하여 가공적성과 체내 흡수율을 증진시

Fig. 1. Trend of radi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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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asegawa 등, 1993; Xie 등,

2011; Xing 등, 2004). 이와 같이 다당류 및 고분자 화합물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방사선 조

사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첫 번째로, 버

섯과 효모로부터 분리된 다당류에 속하는 베타글루칸(β-glucan)

및 황산화 다당류인 푸코이단(fucoidan) 수용액에 감마선 조사선

량에 따른 용해도 증가와 점도 및 분자량 감소를 유도함으로써

높은 점도와 낮은 용해도로 인해 야기되었던 식품 가공 공정에

서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Byun 등, 2008;

Lim 등, 2015). 두 번째로는, 항산화 및 미백활성의 뛰어난 효과

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산업에서 적용되기 어려웠던 녹차추출물

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여, 미백 및 항산화 활성의 변화 없이

적색도와 황색도를 감소시켜 밝기를 개선하고, 잔류농약성분인

테부펜피라드(tebufenpyrad)와 피라크로포스(pyroclofos)를 제거할

수 있는 방사선 기술이 보고되었다(Lee 등, 2006). 이와 비슷하

게, Kang 등(2006)은 주스산업의 부산물인 귤피를 70% 에탄올로

추출한 뒤, 감마선 조사를 적용하여 항산화활성 변화 없이 밝기

를 개선해 부산물의 활용가치를 증진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방사

선 조사기술 적용으로 물리화학적 특성이 개선된 또 다른 예로

는 누에나방(Bombyx mori)에서 유래한 실크단백질인 fibroin에 감

마선 조사를 적용하여 단백질의 β-sheet구조와 random coil구조를

변화시켜 저분자화를 유도했다고 보고하였다. 폐자원들(귤피 추

출물, 실크단백질에서 추출한 세리신)에 방사선 조사기술이 적용

되었을 때 밝기를 개선해 가공 적성을 증진시키고, 항산화 및 미

백활성을 향상시킨다는 결과 또한 보고되고 있다(Kang 등, 2006;

Kojthung 등, 2008; Sung 등, 2011).

1.2.2. 방사선 조사기술을 통한 천연 유효성분의 추출효율 증진

천연물 추출과정에서 유효성분의 추출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초임계 유체 추출법, 초고압 기술법, 마이크로웨이브

법 등이 적용되고 있지만, 화학적 변화를 유도하거나 설비공정이

비싼 단점이 있다(Hatami 등, 2014; Prasad 등, 2009; Putnik 등,

2016). 반면, 방사선 조사는 처리 공정이 간단하면서 미생물 오

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뿐만 아니라 추출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

어 최근에는 천연물 추출과정에 적용시킨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

고 있다(Kim 등, 2000). Khattak와 Simpson(2008, 2010)은 니겔라

사티바 씨앗(Nigella staiva seed)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기술을 적

용하여 추출효율과 항산화 능력을 증진시켰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와 비슷하게 민감초(Glycyrhiza glabra) 뿌리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기술을 적용하여 추출효율 및 항균효과를 증진시켰다는 보

고가 있다. 또한, 감마선 조사를 통해 미역귀 추출물에 적용한 미

역귀 조다당 추출 수율 증진 및 미백활성을 증진, 총목피 추출물

에서 총 폴리페놀의 함량의 증가, 지충이 추출물에서의 총 추출

수율 증가, 흑삼 열수추출물에서 Maillard reaction products에 속

하는 arginyl-fructose의 함량의 증가등과 같이 유효성분 추출효율

증진에 대한 방사선 조사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Kang 등, 2017;

Kim 등, 2011a; Lee 등, 2010; Park과 Cho, 2014).

1.2.3. 방사선 조사를 통한 화학적 유해물질 제거

육가공 제품의 첨가제로 널리 사용되는 아질산염은 자체 독성

으로 소아암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공 및 저장단계에서 발암

성 물질인 N-nitrosamine의 전구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용량

이 제한적이다(Francis, 2000). 하지만, 감마선 조사를 통해 휘발

성 N-nitrosamine인 N-nitrosodimethylamine (NDMA) 함량을 약

70-100%까지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서 유해

물질 제거에 감마선 조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Ahn

등, 2002). 뿐만 아니라 발효식품에서 저장, 숙성 및 발효 과정

중에 생기는 독성물질인 biogenic amine에 해당하는 putrescine,

spermidine 및 spermine의 효과적인 제거, 토양이나 물에 잔류하

는 농약 성분(diazinon, atrazine)과 야채에 잔류하는 carbamate 및

organophosphate에 해당하는 농약성분의 효과적인 분해, 체내에서

필수미네랄의 이용성 및 단백질 흡수를 저해할 수 있는 물질인

phytic acid를 항산화 활성 변화 없이 분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 되면서 방사선 조사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보고되고 있다

(Henriksen, 1962; Kim 등, 2004; Park과 Lee, 2004).

1.3. 방사선이 생물분자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이 생물분자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직접작용과 간접작

용으로 나뉜다. 직접작용은 DNA 분자결합 자체의 파괴를 의미

하며, 간접작용은 DNA의 주변환경을 이루는 물 분자를 H• 및

OH•와 같은 1차 라디칼로 전환시키는 물의 이온화 작용을 의미

한다(Henriksen, 1962; Jackson, 2002; Urbain, 1978). 앞서 언급했

던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생물소재의 가공적성 개선은 대부

분 방사선의 간접작용에 의하여 매개된다.

1.3.1. 방사선 조사가 DNA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조사 기술을 생물에 적용하면 돌연변이, 종양세포의 형

질전환, 세포사멸 등 여러 가지 생물학적 영향을 초래한다. 방사

선이 DNA를 직접 전리여기하는 직접작용(direct effect)과 DNA

이외의 물 분자 등이 방사선 분해에 의해 생성되는 라디칼이

DNA에 작용하는 간접작용 등이 있다(Fig. 2). 이에 따라 DNA는

한 가닥 절단(SSB, single strand break) 또는 두 가닥 절단(DSB,

double strand break), 염기손상 및 DNA와 단백질간의 가교 등의

분자변화 등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ckson, 2002). 이

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방사선을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에 조사하

게 되면 오염된 미생물의 사멸을 유도하게 되어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고 되고 있다.

1.3.2. 방사선 조사를 통한 물의 이온화

방사선 조사에 의한 다당류의 저분자화나 실크단백질의 구조

적 특성 변화 및 천연소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변화는 대부분

방사선 조사의 간접작용(indirect effect)에 의해 매개된다(Byun 등,

2008; Byun 등, 2017a; Sung 등, 2009a).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간

접작용이란 방사선에 의해 물과 같은 용매가 방사선 에너지를 흡

수하여 라디칼 등의 활성체를 만들고 그 활성체가 표적분자와 반

응하여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말한다(Henriksen, 1962). 물 분자

가 방사선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온화와 여기가 일어난다. Fig. 3.

Fig. 2.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n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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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그림과 같이 이온화에 의해 H2O
+와 e-가 생성되며, H2O

+와 e-

의 일부는 재결합 하거나, 주위의 물 분자와 반응하여 다시 H2O
+

와 OH를 생성한다. H2O
++H2O H3O

++OH반응은 이온반응으로서

잘 알려져 있고, 이들의 반응은 순간적으로 약 10−14 초만에 일어

난다. 수소분자(H2)와 과산화수소(H2O2)는 물의 방사선 분해에 유

일하게 안정한 최종 생성물이나, 이들은 방사선조사에 의해 생성

된 라디칼에 의하여 다시 소멸될 수 있다(Urbain, 1978).

1.3.3. 방사선조사가 탄수화물에 미치는 영향

감마선 조사는 기존의 산 처리나 효소처리 및 화학적 처리방

법에 비하여 고분자의 triple helical 구조와 β-(1,3)-glucans의 β-

(1.6)-branched를 쉽고 효과적으로 분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Shin과 Lee, 2003). 현재까지 다당류 수용액에 방사선

조사기술을 적용하여 저분자화를 유도하는 연구들이 많이 보고

되고 있으며, 이 기술이 적용된 다당류들로는 starch, alginic acid,

guar gum, laminarin, fucoidan, β-glucan 등이 있다(Byun 등, 2008;

Choi 등, 2011; Huei 등, 1997; Jumel 등, 1996; Lim 등, 2015;

Wu 등, 2002). 탄수화물을 수용액상태로 용해하여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앞서 언급한 물의 이온화로 인하여 불안정한 라디칼

들이 생성되어 탄수화물 분자의 glycosidic bond를 파괴하고 glu-

cose, maltose, ribose, 및 mannose와 같은 단순한 형태로 분해가

진행되면서 formic acid, acetaldehyde, methanol, acetone, ethanol,

및 methyl formate을 포함하는 방사선분해물 형성하게 된다(Dau-

phin과 Saint-Lebe, 1977). 또한 이당류나 전분과 같은 비환원당에

서는 이온화 에너지에 의해 C1 위치에 자유라디칼이 작용하여

glycosidic linkage가 분열되어 환원력을 가진 조사 분해 산물인

환원당이 생성되게 된다(Molins, 2001). 마지막으로 Fig. 4에서와

같이 다당류의 감마선 조사를 적용할 경우에는 다당류의 glycosidic

bond를 파괴시켜 저분자 입자들을 생성하며, 점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Sokhey와 Hanna, 1993).

1.3.4. 방사선 조사가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원자와 더불어 질소와 황을 포함하

고 있으며, 2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단백질의 기능성 상실은 펩티드 결합이나 1차 구조의 변화

보다 2차 구조와 3차 구조를 유지하는 수소결합, disulfide bond,

side chains의 결합의 파괴 때문에 일어난다(Gaber, 2005). 단백질

에 고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게 되면 단백질의 변성과 물 분자

라디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단백질 라디칼을 형성을 통한 아미

노산 subunits에 대한 결합반응을 일으킴으로써 eaq
−나 ·OH 라디

칼과 기본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ammonia, keto acids, fatty acid

등을 생성하게 된다(Delincee와 Ehlermann, 1989). 일반적으로

phenylalanin, tyrosin 및 histidine과 같은 α-amino acid에서의 side

chain은 eaq
−와 OH 라디칼의 반응이 주요 경쟁적인 장소이다

(Hawkins와 Davies, 2001). Amino acid 중 histidine, tryptophan,

tyrosine과 같은 방향족 아미노산은 side chain에서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높게 나타나며, cysteine과 같은 sulfur-containing amino

acid는 eaq
−와 OH 라디칼의 반응이 thiol기에서 일어나게 됨을 확

인 할 수 있다(Fig. 5) (Easton, 1997; Mujika 등, 2013). 이와 같

은 방사선 조사를 통한 단백질의 구조변환 기술을 응용하여, 단

백질 항원의 항원 결정기의 파괴로 알레르기원성 및 항원성을 감

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Katial 등, 2002).

이러한 기술을 적용하여 감마선 조사를 활용한 계란의 알레르기

반응 원인물인 immunogloblin E (IgE)의 결합능을 감소시킴으로

써, 저 알레르기원성 케이크의 개발이 이루어졌다(Kim 등, 2002;

Seo 등, 2004).

1.3.5. 방사선 조사가 바이타민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바이타민(vitamin)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크게 분

류된다(Moreno와 Salvado, 2000). 수용성 비타민의 일종인 바이타

민 B군 중 바이타민 B1 (thiamin)은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손실률이 큰 반면, B2 (riboflavin), B6 (pyridoxine) 및 B12

(cobalamin)는 비교적 안정적이다(Caulfield 등, 2008). 바이타민 C

역시 방사선 조사에 감수성이 높아 조사 후에 파괴되지만, 보존

률은 비조사군보다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간 보존시에는 방사선

조사가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Graham과 Stevenson, 1997). 지

용성 비타민의 경우 바이타민 E의 일종인 α-tocopherol이 방사선

에 노출될 경우 바이타민이 미량 파괴되지만, γ-tocopherol은 비

Fig. 3. Ionizing effect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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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안정적이다(Lakritz와 Thayer, 1994). 바이타민 A (retinol)의

경우 방사선 조사를 하면 산화가 유도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

(Caulfield 등, 2008).

1.3.6. 방사선 조사가 지방질에 미치는 영향

지방질에 방사선 조사를 하게 되면 산소 분자와 반응하여 자

동산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화학적인 반응은 지

방질의 구성(포화 및 불포화), 항산화제나 자유라디칼과 같은 물

질의 매개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Nawar 등,

1990). Palmitic acid, stearic acid, docosachexaenoic acid (DHA)

등의 지방산에 방사선 조사를 적용하면 중성지방의 carbonyl group

의 α 탄소와 β 탄소 위치에서 결합이 끊어져, 원래의 지방산보

다 탄소수가 1개 혹은 2개 적어지면서 첫 번째 탄소위치에 새로

운 이중결합을 가진 hydrocarbon류가 생성된다(Nawar, 1986). 일

반적으로 지방산의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지방의 산화가 촉진되

며, 감마선이 전자선에 비하여 지방산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다

고 보고되었다(Giroux와 Lacroix, 1998; Smith, 1958). 특히, 방사

선 조사를 통하여 C6-C18 지방산에서 유도될 가능성이 있는 2-

alkylcyclobutanones (2-ACBs)는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

이 보고되면서, 이러한 지방산패들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하

여 식품 가공 산업분야에서 질소치환, 진공포장 및 항산화제 첨

가와 방사선 조사를 병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어 보고되

고 있다(Sommers, 2008; Raul 등, 2002; Smith, 1958).

1.3.7. 방사선 조사가 페놀 화합물에 미치는 영향

방사선 조사기술이 음용수나 폐수 내에 함유된 오염물이나 독

성 물질들을 제거하는데 손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밝

혀지면서, 방사선 조사를 통한 benzenes, phenols, 혹은 alipahtic

carbons와 같은 독성물질 제거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Khalil 등, 2016; Quint 등, 1996). 하지만, 이러한 라디칼

생성에 의해 화합물이 간접적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산화환원

반응에 의한 다양한 종류의 부산물들이 생성될 수 있음이 보고

되었다(Hirvonen 등, 2000; Shang 등, 2006). 예를 들어, 용매(물,

에탄올, 메탄올)에 따라 CH3
•CHOH이나 CH3O

• 와 같은 라디칼이

생성될 수 있는데, 이러한 라디칼은 용질과 반응하여 다양한 방

사선분해산물(radiolytic products)을 형성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Albano 등, 1991). Marfak 등의 보고에 의하면 quercetin,

kaempferol, morin, galangin과 같은 flavonol의 ethanol 용액에 감

마선 조사를 적용한 결과, Q1, M1, K1 및 G1 총 4종의 신규 방

사선분해 화합물을 발굴하였으며, 이러한 신규 방사선 분해 화합

물 생성은 ethanol에서 유래한 라디칼이 flavonol의 기본 구조 중

3-OH로 이동하여 flavonoxy 라디칼의 생성유도와 C2-C3의 이중결

합을 감소시켜 C-ring 구조를 열어 라디칼과 반응시키고, 이어서

depside 형태가 결합하는 반응에 의해 매개된다고 규명하였다(Fig.

6). 뿐만 아니라 methanol 용해물에 따른 flavonol들의 화합물 생

성을 확인하였을 때 ethanol과는 다른 새로운 방사선 화합물이 생

성됨이 확인되었다(Marfak 등, 2002; Marfak 등, 2003a; Marfak

등, 2004). 이와 비슷하게 kaempferol을 methanol 및 ethanol에 용

해시켜 감마선 조사를 적용한 결과, CH2OH•라디칼과 H•,CH3CH2O
•

라디칼에 의해 3-OH그룹의 분해가 일어나 C2-C3결합을 감소시켜

C-ring을 열고, 여기에 새로운 라디칼이 붙어 총 5가지의 신규 방

사선 분해 화합물을 발견하였다(Marfak 등, 2003a). 이렇듯 방사

선 조사의 indirect effect를 통한 신규 방사선분해 화합물이 확인

됨으로써 최근에는 isoflavone, isoflavonoid, flavone, anthocyanin과

같은 다양한 페놀 화합물에 방사선 기술을 적용하여 신규화합물

을 발굴하고 있다(Byun 등, 2017a; Jung 등, 2009; Kim 등,

2011b; Lee 등, 2014; Park 등, 2013).

2. 방사선 분해 화합물의 독성 저감화 및 생리활성효과

2.1. 독성저감화

페놀 화합물은 다양한 효능을 지니고 있지만 고농도로 섭취하

게 되면 체내에서 독성을 나타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페놀화합물의 독성 저감화 유도 방법으로 방사선분자

변환기술이 보고되었다(Byun 등, 2014; Byun 등, 2015; Sung 등,

2014). 예를 들어, 감마선 조사된 genistein은 대조군(조사하지 않

은 그룹)과 동일한 농도에서 복강대식세포에서의 독성 평가를 진

Fig. 5.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n amino acids.

Fig. 4. Breakage of glycosidic bond by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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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을 때, 150 kGy로 조사한 genistein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고농도 처리시에도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이 확인되었다(Byun 등,

2014; Sung 등, 2014). 또한 resveratrol을 감마선 조사하여 100

μM의 고농도에서 조사하지 않은 resveratrol과 마우스 대식세포에

서의 독성을 비교한 결과 고선량으로 조사된 resveratrol에서는 독

성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yun 등, 2015). 이와 같

이 방사선 분자변환기술은 기존 생물소재의 독성을 저감화시켜

더욱 효과적인 기능성 소재를 개발하는데 유용한 기술임이 보고

되고 있다.

2.2. 항암효과 증진

현대의학의 발전과 다양한 의약품의 개발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사용되고 있는 항암제들은 면역저하 및 신장독성등과 같은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항

암제(합성 의약품)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물의 약리적 효과에 대

한 관심이 대두되게 되면서 보다 안전한 천연물 의약품 개발이

이루어 지고 있다(Badaboina 등, 2015). 흥미로운 것은 천연물의

항암효과를 더욱더 증진 시킬 수 있는 기술로서 최근에는 방사

선분자변환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Badaboina 등,

2015; Byun 등, 2010; Byun 등, 2016b; Park 등, 2015). 첫 번째

로, 감마선 조사한 silk fibroin은 단백질의 β-sheet 구조가 감소하

고 이를 통해 random coil 구조가 변성되는 과정을 거쳐 저분자

화된다고 보고되었다(Kojthung 등, 2008).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감

마선 조사된 silk fibroin은 비조사된 fibroin보다 피부암 세포주인

B16BL6 세포의 사멸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며(in vitro), B16BL6

세포로 유도된 종양 모델(in vivo)에서 면역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흑색종양의 크기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Byun 등, 2010). 두 번째로, apigenin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한 결

과 apigenin 고유의 peak이 분해되고 새로운 방사선 분해 peak이

생성되면서 H1975 폐암 세포 특이적으로 세포 내 ROS를 증가

시켜 apoptosis를 유발한다고 보고 하였고, 인체유래 정상세포주

인 섬유육종세포(HS68)에 대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 되었다(Park 등, 2015). 이와 비슷하게 감마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자유라디칼의 작용으로 rotenone으로부터 새

롭게 생성된 유도체 rotenoisin B는 HepG2세포에서 Bcl-2 family

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를 조절하고, ROS

생성을 유도해 apoptosis를 유도할 수 있음이 확인 되었다(Bad-

aboina 등, 2015). 마지막으로 방사선 조사 β-glucan은 B16BL6 흑

생종 세포로 유도된 종양 모델과 폐전이 모델에서 대조군에 비

해 종양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졌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다

(Byun 등, 2016b). 이처럼 방사선분자변환기술은 천연생물소재의

구조변환을 유도하여 특이적으로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작

용을 하는 신규 생물소재의 개발을 통한 암세포 특이적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Radiolytic mechansim of flavonols in ethanol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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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면역 효과 증진

최근 현대인들의 면역 증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체내 면

역반응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방사선분자변환기술은 천연물의 구조변환을 유도하여

면역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유용한 기술로 소개 되고 있다.

첫 번째로, 감마선 조사한 silk fibroin은 마우스 복강대식세포의

면역 활성 유도 및 비장세포에서 IFN-γ와 IL-2의 발현을 증가시

켜 항암 면역 반응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Byun 등, 2010).

또한 β-glucan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분자량이 작아지게 되면서

RAW264.7 대식세포에서 세포 성장율을 증가시키고, TNF-α, IL-

6, IL-1β와 NO와 같은 면역 매개인자들의 발현을 MAPKs 및 NF-

κB의 인산화 의존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방사선 조사 β-glucan을 마우스에 경구투여를 하였을 때 비장세

포의 증식 및 IFN-γ와 IL-2의 발현을 증가시켜 항암 면역 효과를

Table 1. Biological effects of gamma-irradiated natural biomaterials

Biomaterial Radiation dose In vitro In vivo Effect Function

Polyphenols

Genistein 150 kGy
RAW 264.7, 

peritoneal 
macrophage

　
anti-inflammatory 

effect

↑cell proliferation
↓ NO, cytokine (TNF-α, IL-6)
↓ MAPks phosphorylation

↓ DPPH
↓ SOD

Resveratrol 70 kGy
RAW 264.7,
peritoneal 

macrophage
　

anti-inflammatory 
effect

↑cell proliferation
↓ NO, cytokine (TNF-α, IL-6)
↓ MAPks phosphorylation

Chrysin 50 kGy RAW 264.7 endotoxemic mice
anti-inflammatory 

effect

↓ NO, cytokine (TNF-α, IL-6)
↓ MAPks phosphorylation

↑mouse survival

Qurecetin 30 kGy RAW 264.7
anti-inflammatory 

effect

↓ NO, cytokine (TNF-α, IL-6)
↓ CD80/CD86 expression
↓ MAPks phosphorylation

Apigenin 50 kGy
H1975 

(lung cancer cell)
anti-tumor effect

↓ Tumor growth
↑ROS

Luteolin 70 kGy
B16BL6 

(mealnoma cell)
anti-melanogenic 

effect
↓ melanin synthesis
↓ tyrosinase activity

Kaempferol 14 kGy anti-oxidant effect
↑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SOD

Rotenone 50 kGy
HepG2 

(hepatic cancer cell)
anti-tumor effect

↓ Tumor growth
↑Bcl-2 familiy,

↑ERK, p38 phosphorylation
↑ROS

Carbohydrates

Laminarin 200 kGy anti-oxidant effect ↑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eta-glucan 50 kGy

B16BL6 tumor 
growth 

& lung metastasis 
model (C57BL/6)

anti-tumor effect
↓ Tumor growth
↓ lung meatastasis 

RAW 264.7, 
splenocyte

Immunomodulatory 
effect

↑ IFN-gamma, IL-2
↑ TNF-α, IL-6, IL-1β
↑ MAPKs, NF-κB

↑ NO

Black ginseng 100 kGy RBL-2H3 mast cell
DNCB-induced 

AD model 
(BALB/c)

Anti-atopic 
dermatitis effect

↓ IgE antigen
↓ histamine

↓ β-hexosaminidase
↓ serum level (IgE, IL-4)

↓ IFN-gamma

Protein Silk fibroin

150 kGy

B16BL6 skin
cancer cell

B16BL6 tumor 
growth model 

(C57BL/6)
anti-tumor effect ↓ Tumor growth

peritoneal 
macrophage, 
splenocyte

Immunomodulatory 
effect

↑ IFN-gamma, IL-2

5 kGy anti-oxidant effect ↑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00 kGy
anti-melanogenic 

effect
↓ melanin synthesis
↓ tyrosinas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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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진 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Byun 등, 2016b; Sung 등,

2009b).

2.4. 항염증 효과 증진

염증반응은 외부 자극에 대한 생체 조직의 방어 반응의 하나

로 외부로부터 화학적 작용이나 물리적 작용 및 다양한 세균 감

염에 의해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려 하는 자기방어기전이다(Byun

등, 2014; Sung 등, 2014). 하지만 체내에 염증이 과도하게 유도

되게 되면 혈관확장, 혈관세포막 투과성 증가, 부종 및 조직의 손

상을 유발하여 암, 만성 감염, 급성 패혈증, 류마티스 관절염 등

의 난치성 염증질환을 유도시킬 수 있다(Farkas와 Mohácsi-Farkas,

2011; Kyzlink, 1990). 이를 바탕으로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지

만 독성의 위험성을 가지는 genistein, quercetin 및 resveratrol에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신규 화합물이 기존의 물질 보다

낮은 독성 효과 및 그람음성균의 내독소로 알려진 lipo-polysac-

charide (LPS)에 대한 대식세포의 활성에서MAPKs와 같은 신호

전달체계의 억제를 통하여 선천/후천 면역의 활성에 중요한 인자

들(염증성 사이토카인, nitric oxide (NO), 세포 표면 발현 인자들

(CD80 및 CD86))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Byun 등, 2014; Byun 등, 2015; Byun 등, 2017b). 또한, 감마선

조사가 적용된 chrysin의 경우 LPS로 유도된 대식세포의 염증반

응을 억제하고, LPS로 유도되는 마우스의 쇼크사를 억제하여 마

우스의 생존률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Byun 등, 2016a), 감마선 조

사를 통해 흑삼 추출물 내의 유효성분인 arginyl-fructose의 함량

을 상당량 증진시켜 IgE로 유도되는 mast cell의 탈과립 억제능

을 증진시켜 2,4-dinitrochlorobenzene으로 유도된 아토피 피부염

치료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Kang 등, 2018).

2.5. 항산화 효과 증진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의 자유 라디칼과 산화적 스트레스와

같은 항산화 효능에 관한소재 개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다(Velioglu 등, 1998). 그 중 방사선분자변환 소재를 이용한 항산

화 효과 증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고 있다. 첫 번째로,

조류의 주 다당류인 laminarin에 감마선 조사를 적용한 결과

glycosidic 결합이 깨져 저분자화가 유도되었으며, 이를 통해 라

디칼 소거능과 지질과산화 억제능이 증가됨이 확인 되었다(Choi

등, 2011). 또한 fibroin, genistein 및 kaempferol에서 유도된 신규

방사선 분해 화합물들은 1,1-diphenyl-2-picrylhydrazil (DPPH) 라

디칼과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등의 증가를 통하여 항산화 효

과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Jung 등, 2009; Marfak 등, 2003b;

Sung 등, 2009a). 이처럼 방사선분자변환 천연 생물소재는 항산

화 효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화합물을 찾는데 유용한 기

술로 자리 잡고 있다.

2.6. 미백 효과 증진

최근 한국인들은 하얀 얼굴에 대한 선호도와 동안 열풍 등과

같은 외모 가꾸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눈부신 속도로

미백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화장

품 회사들은 경쟁적 신소재 개발로 화장품 선진국과의 기술적 격

차를 해소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처리 방법을 이

용하고 있다(Jeong 등, 2013). 최근 방사선 구조변환 기술이 적용

된 소재들의 미백효능 증가를 통한 미백 신소재 개발에 있어 다

양한 후보물질들을 제공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된 fibroin은 멜라

닌 합성에 주요 역할을 하는 효소인 tyrosinase 억제능이 증가시

킬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Sung 등, 2009a). 또한 luteolin에서 새

롭게 발견된 방사선분자변환 화합물은 3-isobutyl-1-methylxanthin

(IBMX)으로 자극된 B16BL6 흑색종 세포에서 세포 내 tyrosinase

와 관련 단백질 억제를 통해 멜라닌 합성의 억제 효능이 확인 되

었다. 이러한 신규 화합물의 항-멜라노제네시스 활성은 microphta-

la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와 phosphoinositide 3-

kinase (PI3K) 및 extracellular regulated kinase (ERK)에 의해 매

개된다고 밝혀졌다(Byun 등, 2017a).

3.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

방사선 조사는 식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완전 포장한 상태에서

투과할 수 있고, 연속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2차 오염의 방지

와 품질저하를 예방하는 가공 및 살균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지금까지 세게보건기구(WHO), 국제식량농업기구(FAO), 국제

원자력기구(IAEA) 및 미국식품의약품청(FAD) 등에서 평균 10

kGy 이하로 조사된 모든 식품은 독성학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발

표하였고(WHO, 1981), 그 이후 평균 75 kGy의 고선량 조사 또

한 식품에 독성학적, 미생물학적, 영약학적으로 안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WHO, 1999). 따라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해 분자량의 감소나 추출효율 증진과 같이 물리적 특성변화

에 이용될 경우는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

한 폴리페놀로부터 신규 방사선 분해화합물의 발굴과 같이 신규

화합물 탐색분야에 적용될 경우 해당 신규물질에 대한 독성평가

나 안전성 평가 등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최근 방사선 조사기술은 식품 멸균과 살균의 사용으로 국한되

어 있지 않고, 공업, 농업, 환경, 식품생명, 의료 분야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방사선 방사선분자

변환기술은 국내외의 극소수 연구자만이 진행하고 있지만, 기존

의 미생물 및 효소반응을 이용한 페놀화합물의 구조변환 법에 비

해 뛰어난 효능을 가지는 기술로서 입증되었고, 천연물의 항염

증, 항암, 면역증진, 미백, 아토피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효

과적으로 증진시킴으로써 새로운 기능성 소재 개발 및 기능성 향

상을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

은 고성능/고효율의 신물질 개발 연구에 있어서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들에 비해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

법임이 입증 되었고, 이는 추후 신물질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핵

심기술로서 자리 잡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확보된 신물질들은

기존의 합성의약품의 대안이나 포화상태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

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다양한

의학분야와의 접목을 통한 신약 개발 및 치료제로서의 기술을 확

보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방사선구

조변환기술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을 위한 구조 변환 기작 해석

및 규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활용한 제약, 화장

품, 바이오 산업에서의 실질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

들을 통해 방사선분자변환기술은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바이오

산업용 기능성 소재 발굴 및 이를 이용한 식·의약품 개발 기술

로서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천핵심기술로

써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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