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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PSL and TL properties of foods irradiated with electron

beam and gamma-ray. 5 kinds of food including cereal, pulse, fish powder, dried vegetable and tea were irradiated at

0 to 10 kGy by electron beam accelerator or 60Co gamma-ray irradiator. The PSL analysis showed negative results for

most of the non-irradiated samples. Non-irradiated shrimp powder showed intermediate result. Irradiated samples

gave negative or intermediate or positive value which presented the limitation of PSL technique. In TL analysis, there

were TL glow curves at around 300oC with low intensity on non-irradiated samples. Maximum peak in the range of

150-250oC was appeared on irradiated samples. TL ratio obtained by re-irradiation with 1 kGy was less than 0.1 on

non-irradiated samples and higher than 0.1 on irradiated samples. Therefore, in PSL measurement, electron-beam irra-

diated samples could obtain more clear results. TL analysis showed obvious difference between non-irradiated and

irradiated samples. But the identification was impossible for the sample of rice and lemon tea. Because of it's low

contents of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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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조사 처리 기술이란 감마선, 전자선가속기에서 방출

되는 에너지를 복사의 방식으로 식품에 조사하여 발아억

제, 살균, 살충 또는 숙도조절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이

다1). 세계적으로 조사식품의 생산량은 2005년을 기준으로

총 약 40만 5천 톤에 달하며2), 우리나라를 비롯해 52개국

250여 종의 식품류에 대하여 사용이 허가되는 등 전 세계

적으로 식품조사 기술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3). 국

내에서는 감자, 양파, 마늘, 밤, 생버섯 등 신선식품을 비롯

하여 난분, 곡류, 두류, 건조식육, 건조향신료 등 26개 품

목에 대해 0.15-10 kGy의 선량으로 조사가 허가되어 있으

며, 곡류와 두류는 5 kGy 이하, 어패류 분말과 건조채소류

는 7 kGy 이하, 다류는 10 kGy 이하로 살균 및 살충의 목

적으로 허가되어 있으며 국제적으로 최고 10 kGy까지 조

사가 허가되어 있다1). 

조사식품은 1960년대 군용 비축식량과 우주인 식사 프

로그램에 이용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기구와 선진국 보건당국의 안전성을 인정받았다.

또한 1990년대 유엔환경위원회(UNEP)로부터 화학훈증제

의 대체방안으로 권고되어 조사식품의 시험시판과 상업화

가 시작되었다4,5). 그러나 감마선 조사는 원자력 관련 기

술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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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소비자 수용성이 낮은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2000년

대 감마선을 내는 방사성 동위원소 이외에 전자선가속기,

X선 발생장치가 식품산업에 도입되어 소비자 수용성을 높

일 수 있도록 하였다6). 감마선 조사는 60Co, 137Cs과 같이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지만, 전자선 조사는 전자가속

기에서 전기적으로 발생시키는 전자선을 이용한다. 따라

서 전자선 조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감마선 조

사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 전자선은 감마선

에 비해 투과력이 약하지만 강도 (선량률)는 높으며 제품

을 연속적으로 단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한 처리 후 온도변화가 적기 때문에 신선식품이나 냉동식

품 등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6). 이러한 장점들을

바탕으로 국내에서는 감마선뿐만 아니라 전자선을 추가

허용[식약청 고시 제2012-48호 (2012. 7. 30.)]하였으며 이

에 따른 조사여부 확인시험법 적용 가능성과 그 데이터베

이스 구축 마련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사 허용식품 중 곡류 (밀, 쌀, 옥

수수, 율무, 기장), 두류 (강낭콩, 검은콩, 대두, 팥, 완두),

어패류분말 (새우분말, 멸치분말), 건조채소류 (당근, 호박,

양배추, 청경채) 및 다류 (녹차, 레몬홍차, 보리차, 생강차,

솔잎차)를 각각 선정하여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 후 조사여

부 확인을 위한 광자극발광법(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과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의 적용가능성

확인과 두 선종의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검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검체는 5가지 식품유형으로 곡류 5

종 (밀, 쌀, 옥수수, 율무, 기장), 두류 5종 (강낭콩, 검은콩,

대두, 팥, 완두), 어패류분말 2종 (새우분말, 멸치분말), 건조

채소류 4종 (당근, 호박, 양배추, 청경채) 및 다류 5종 (녹

차, 레몬홍차, 보리차, 생강차, 솔잎차) 이었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에서 구입하였으며,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포장지에 각 600 g 단위로 포장하여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용 검체로 사용하였다.

식품조사

포장된 검체의 조사 선원으로서 전자선과 감마선을 이

용하였다. 실온에서 시간당 일정한 선량률로 각각 0-10 kGy

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전자선 조사는 electron beam

accelerator (ELV-4, 2.5 MeV, EB-Tech., Daejon, Korea)를

이용하였으며, 감마선 조사는 첨단방사선연구소의 60Co 감

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SD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이용하였다. 이 때 흡수선량의

확인은 alanine dosimeter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광자극발광법(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측정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검체의 PSL 분석은 식품공전7)

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각 검체는 빛에 대한 노출을 최대

한으로 줄이고 교차오염을 피하면서 1회용 페트리접시

(50 × 15 mm, Green Cross Medical, Inc., Seoul, Korea)에

검체를 약 7-10 g 정도 고르게 펼쳐 담은 후 광자극발광

분석장치(SURRC Pulsed PSL irradiated food screening

system, SURRC, Glasgow, U.K)의 검체챔버에 넣고 PSL

광자(photon count)를 측정하였다. 조사된 표준물질과 조

사되지 않은 표준물질을 사용하여 기기의 상태 및 측정

조건을 확인한 후 2회 이상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의 판

정에 사용되는 threshold value는 T1 = 700 counts/60s와 T2 =

5000 counts/60s이며, T1 미만이면 음성검체(Negative)로, T2

초과이면 양성검체(Positive)로, T1~T2 사이의 값을 나타내

면 중간검체(intermediate)로 판정하였다. 양성검체와 중간

검체는 최종 확인시험으로 열발광법(TL)에 따라 시험하여

그 결과의 판정에 따랐다8-10).

열발광법(Thermoluminescence, TL) 측정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검체의 TL 분석은 식품공전7)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각 검체에 증류수를 가하여 혼탁액을

만든 다음 초음파장치(Power sonic 520, Hwashin, Korea)

에서 5분간 처리하고 나일론 여과포로 여과, 세척한 후 정

치하여 잔사를 모았다. 밀도 2.0 g/ml 의 텅스텐산나트륨

(Sodium polytungstate) 용액을 첨가하여 무기물과 비중차

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제거한 뒤 증류수로 세척하였다. 그

다음 1 N 염산(HCl) 2 mL를 가하여 10분간 암소에 정치

하고, 1 N 암모니아수(NH4OH) 2 mL를 가하여 중화시킨

후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아세톤(Merck, Germany)으로 충

진한 후 건조시켰다. 건조된 광물질은 준비된 검체 용기에

옮겨 담고 50oC 건조기에서 16시간 방치 후 열발광분석장

치(TL/OSL SYSTEM, Riso N.L., Denmark)를 이용하여 질

소(99.999%)를 흘러 보내면서 측정하였다11). 초기온도 50oC

에서 5oC/sec 속도로 400oC까지 가온하면서 글로우곡선

(TL1)이 나타나는 온도범위와 curve 모양 및 재조사(1 kGy)

에 의한 TL 비(글로우 1의 TL강도 면적값/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를 산출하여 조사여부를 판단하였다12-14). 일

반적으로 조사된 검체는 150~250oC 부근에서 최대 강도

를 보이는 글로우곡선을 나타내지만 조사되지 않은 검체

는 특징적인 글로우곡선을 나타내지 않거나 300oC 이상에

서 자연 방사선에 의한 곡선을 나타낸다. 

결과 및 고찰

광자극발광(PSL) 특성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검체의 조사선원과 조사선량에

따른 광자(photon count)를 측정하였다. 전자선과 감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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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irradiation sources and doses on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of cereals and puls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3 5

Cereal

Wheat
e-beam

304 ± 531) (-)
005994 ± 314 (+) 006871 ± 830 (+)

γ-ray 001532 ± 19 (M) 004384 ± 467 (M) 

Rice
e-beam

305 ± 54 (-)2) 000561 ± 11 (-) 001612 ± 1163 (M)

γ-ray 000396 ± 103 (-) 000491 ± 25 (-)

Corn
e-beam

275 ± 18 (-)
007506 ± 998 (+) 012695 ± 430 (+)

γ-ray 003032 ± 88 (M) 005430 ± 34 (+)

Adlay
e-beam

325 ± 3 (-)
004305 ± 337 (M) 008545 ± 1151 (+)

γ-ray 001773 ± 197 (M) 000958 ± 134 (M)

Millet
e-beam

272 ± 46 (-)
009152 ± 447 (+) 016649 ± 9545 (+)

γ-ray 013713 ± 688 (+) 008309 ± 1996 (+)

Pulse

Kidney bean
e-beam

278 ± 10 (-)
011321 ± 2238 (+) 023738 ± 10716 (+)

γ-ray 001161 ± 463 (M) 003745 ± 895 (M)

Black bean
e-beam

256 ± 117 (-)
007911 ± 1468 (+) 012279 ± 770 (+)

γ-ray 001377 ± 357 (M) 002993 ± 874 (M)

Soybean
e-beam

276 ± 12 (-)
019941 ± 11062 (+) 046477 ± 7493 (+)

γ-ray 000983 ± 39 (M) 004356 ± 533 (M)

Red bean
e-beam

299 ± 4 (-)
016605 ± 6750 (+) 034504 ± 754 (+)

γ-ray 001649 ± 1056 (M) 002354 ± 692 (M)

Green pea
e-beam

286 ± 4 (-)
104239 ± 22679 (+) 151496 ± 39261 (+)

γ-ray 004369 ± 196 (M) 036113 ± 1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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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Effect of irradiation sources and doses on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of fish powder and dried vegetabl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4 7

Fish powder

Shrimp powder
e-beam

967 ± 1631) (M)
0351084 ± 105957 (+) 0631366 ± 414200 (+)

γ-ray 0641823 ± 103546 (+) 0705870 ± 136876 (+)

Anchovy powder
e-beam

280 ± 10 (-)2) 1178005 ± 138007 (+) 1604686 ± 46341 (+)

γ-ray 0427600 ± 33416 (+) 1246070 ± 216454 (+)

Dried vegetable

Dried Carrot
e-beam

393 ± 74 (-)
3835041 ± 151206 (+) 6822391 ± 439318 (+)

γ-ray 0864736 ± 281315 (+) 0665642 ± 293087 (+)

Dried young pumpkin
e-beam

370 ± 162 (-)
0008268 ± 976 (+) 0051184 ± 52818 (+)

γ-ray 0010486 ± 3296 (+) 0014089 ± 4318 (+)

Dried cabbage
e-beam

254 ± 148 (-)
0047195 ± 17396 (+) 0043466 ± 8445 (+)

γ-ray 0009753 ± 291 (+) 0014854 ± 3994 (+)

Dried 

pak choi

e-beam
307 ± 4 (-)

0097421 ± 14276 (+) 0142606 ± 13842 (+)

γ-ray 0027658 ± 481 (+) 0035035 ± 3598 (+)
1)Mean ± standard deviation (n = 2), 2)Threshold value: T1 = 700(−); non-irradiated, T2 = 5000(+); irradiated, T1 < (M) < T2; intermediate.

Table 3. Effect of irradiation sources and doses on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of tea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5 10

Tea

Green tea
e-beam

283 ± 11) (-)
0005954 ± 825 (+) 0012607 ± 1333 (+)

γ-ray 0000979 ± 134 (M) 0001776 ± 544 (M)

Lemon tea
e-beam

238 ± 21 (-)2) 0000296 ± 11 (-) 0000248 ± 66 (-)

γ-ray 0000348 ± 95 (-) 0000279 ± 25 (-)

Barley tea
e-beam

220 ± 85 (-)
0003658 ± 175 (M) 0002145 ± 1438 (M)

γ-ray 0001693 ± 62 (M) 0001870 ± 262 (M)

Corn tea
e-beam

229 ± 18 (-)
0015726 ± 6952 (+) 0025670 ± 7049 (+)

γ-ray 0001378 ± 37 (M) 0002282 ± 27 (M)

Ginger tea
e-beam

280 ± 9 (-)
3394100 ± 658897 (+) 8371230 ± 1006755 (+)

γ-ray 4588022 ± 218739 (+) 7041423 ± 463926 (+)
1)Mean ± standard deviation (n = 2), 2)Threshold value: T1 = 700(−); non-irradiated, T2 = 5000(+); irradiated, T1 < (M) < T2; intermed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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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곡류 5종, 두류 5종, 어패류분말 2종, 건조채소류

4종 및 다류 5종을 각각 7~10 g씩 취해 2회 반복 실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Table 1-3).

곡류와 두류 비조사 검체는 256-325 PCs로 모두 음성

검체로 나타났으며, 곡류에서 전자선 조사된 검체는 561-

16649 PCs, 감마선 조사된 검체는 396-13713 PCs로 중간

검체 또는 양성검체로 나타났다. 특히, 쌀은 비조사 검체,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검체 모두 음성검체 또는 중간검

체로 나타나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두류에서 전자

선 조사된 검체는 7911-151496 PCs로 모두 양성검체, 감

마선 조사된 검체는 983-3611 PCs로 중간검체 또는 양성

검체로 나타나 감마선 보다 전자선 조사된 검체가 검지감

Fig. 1.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cereals (left: electron beam, right: 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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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았다. 비조사된 어패류 분말 중 새우분말은 중간검

체, 멸치분말은 음성검체로 나타났으며,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검체는 모두 양성검체로 나타났다. 건조채소류는

비조사 검체 모두 음성검체, 조사 검체는 모두 양성검체

로 나타내 조사선원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성이 매우 높았

다. 다류에서 비조사 검체는 220-283 PCs로 모두 음성검

체, 전자선 조사된 검체는 248-8371230 PCs, 감마선 조사

된 검체는 279-7041423 PCs로 나타났다. 특히, 레몬홍차

는 비조사 검체,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 검체 모두 음성검

체로 적용 가능성이 매우 낮았다. 녹차와 옥수수차의 경

우, 전자선 조사된 검체는 양성검체로 나타났으나 감마선

조사된 검체는 중간검체로 나타나 감마선 보다 전자선 조

사된 검체의 검지감도가 높았다. 이와 같이 PSL 시험법

적용 가능성과 조사선원 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Fig. 2.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pulse (left: electron beam, right: 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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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fish powder (left: electron beam, right: gamma-ray).

Fig. 4.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dried vegetable (left: electron beam, right: 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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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전자선이 감마선 보다 품목별 검지감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는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밀과 옥수수의 PSL

결과 선원에 관계없이 비조사 검체와 조사 검체 간의 뚜

렷한 차이를 보였다는 김 등15)의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었

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판정을 위해 TL 확인시험법을 활

용하였다.16)

열발광(TL) 특성

곡류 5종, 두류 5종, 어패류분말 2종, 건조채소류 4종 및

다류 5종에 대하여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에 따른 조사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 열발광 특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검체로부터 분리한 광물질의 TL 글로우곡선은 Fig. 1-5와

같았다. 

조사되지 않은 검체는 자연방사선에 의해 300oC 전후에

Fig. 5. TL glow curves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tea (left: electron beam, right: 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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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낮은 피크(peak)를 가지는 글로우곡선이 나타났고, 대

부분의 조사 검체는 조사 선원에 관계없이 150-250oC 부

근에서 특유의 글로우곡선이 나타났으며, 조사선량이 증

가할수록 강도(intensity)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일부 검체

는 광물질 함량이 일정하지 않아 강도가 일정하게 증가하

지 않았다. 쌀은 전자선 3 kGy와 감마선 3, 5 kGy 조사된

검체에서 특이적인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레몬홍차도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에 따른 특이적인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도정과 가공공정 등을 거치며 광물질이 손

실됨에 따라 그 함량이 극히 적고, 이로 인해 광물질의 분

리가 어려워 나타난 결과라 생각되었다17). 

각 검체의 TL 비 (글로우 1의 TL 강도 면적값/글로우 2

의 TL 강도 면적값) 산출 결과를 Table 4-6에 나타내었다.

TL 비가 0.1 이하이면 비조사 검체로, 0.1 이상이면 조사

검체로 판정하는데14), 쌀과 레몬홍차를 제외한 비조사 검

체는 0.0001-0.0728,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검체는 0.1004-

4.6748로 나타나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전자선 3

kGy, 감마선 3, 5 kGy 조사된 쌀의 TL 비는 0.0039-0.0878,

전자선 조사된 레몬홍차는 0.0081-0.037로 0.1 이하로 나

타나 글로우 1에서 확인한 것처럼 조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감마선 조사된 레몬홍차의 경우 TL 비는 0.1 이

상으로 나타났지만 글로우곡선의 모양이 조사된 검체로

판정하기 어려웠다. TL 비 산출을 통해 조사여부 판별의

신뢰성을 높인다는 보고가 있으며18,19), Delincée20)는 TL을

이용하여 조사된 향신료, 과일, 채소의 조사여부 확인 실

험에서 재조사 방법에 의해 신뢰성을 더욱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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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12년도 연구개발사

업 지원비 (12161식품안038)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요  약

곡류, 두류, 어패류분말, 건조채소류 및 다류 등 5가지

식품유형에 대하여 전자선과 감마선 0-10 kGy 조사 후 광

Table 4.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cereals

and pulses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3 5

Cereal

Wheat
e-beam

 0.05811)
0.4199 3.6965

γ-ray 0.2009 0.2689

Rice
e-beam

0.0165
0.0878 0.3113

γ-ray 0.0196 0.0039

Corn
e-beam

0.0010
0.2121 0.1991

γ-ray 0.5079 0.6609

Adlay
e-beam

0.0016
0.5212 0.4655

γ-ray 0.2598 0.3882

Millet
e-beam

0.0022
0.4911 0.5169

γ-ray 0.2211 0.1964

Pulse

Kidney 

bean

e-beam
0.0014

0.1535 0.2829

γ-ray 0.3352 0.2320

Black 

bean

e-beam
0.0021

0.1004 0.2588

γ-ray 0.2019 0.2136

Soybean
e-beam

0.0006
0.2697 0.2116

γ-ray 0.3509 0.1904

Red bean
e-beam

0.0013
0.3733 0.3431

γ-ray 0.1076 1.0199

Green pea
e-beam

0.0017
0.2024 0.1894

γ-ray 0.2090 0.2657

1)Integrated TL1/integrated TL2.

Table 5.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fish pow-

der and dried vegetable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4 7

Fish

powder

Shrimp powder
e-beam

0.00051) 0.2391 0.1483

γ-ray 0.9049 0.9466

Anchovy

powder

e-beam
0.0201

0.1104 0.4991

γ-ray 0.2392 0.3005

Dried

vegetable

Dried Carrot
e-beam

0.0001
0.1817 0.2434

γ-ray 0.5511 0.6870

Dried young 

pumpkin

e-beam
0.0002

0.1006 0.1500

γ-ray 0.9877 0.6976

Dried cabbage
e-beam

0.0004
0.3791 0.3627

γ-ray 0.9173 0.6155

Dried pak choi
e-beam

0.0023
0.1412 0.1525

γ-ray 0.3393 0.2572

1)Integrated TL1/integrated TL2.

Table 6. TL ratio of minerals separated from irradiated tea with

different radiation sources

Sample
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5 10

Tea

Green tea
e-beam

0.00161) 0.3399 0.4774

γ-ray 0.6110 0.9933

Lemon tea
e-beam

0.0016
0.0370 0.0081

γ-ray 0.1680 0.1105

Barley tea
e-beam

0.0013
2.8519 1.3730

γ-ray 0.9224 1.4365

Corn tea
e-beam

0.0028
1.8405 4.6748

γ-ray 0.6724 0.8292

Ginger tea
e-beam

0.0017
0.2785 0.9039

γ-ray 0.2381 0.1586

1)Integrated TL1/integrated T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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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발광법(PSL)과 열발광법(TL) 분석을 통해 적용 가능

성을 확인하고 두 선종의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PSL

분석 결과, 새우분말을 제외한 비조사 검체는 700 이하의

PCs, 음성검체로 나타났다.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곡류,

두류 및 다류는 양성검체뿐만 아니라 중간검체, 음성검체

로도 확인되어 적용 가능성이 낮았다. 특히, 두류는 감마

선보다 전자선 조사된 검체가 더 명확한 판별이 가능하였

다.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어패류분말과 건조채소류는

모두 양성검체로 나타나 조사선원에 관계없이 조사여부

확인이 가능하였다. TL 분석 결과 조사되지 않은 검체는

자연방사선에 의해 300oC 전후에서 낮은 peak를 가지는

글로우곡선이 나타났고, 대부분의 조사 검체에서는 150-

250oC의 부근에서 특유의 글로우곡선이 나타났다. 하지만,

쌀과 레몬홍차는 조사에 따른 특이적인 peak가 나타나지

않아 조사여부 확인이 어려웠다. 또한 TL 비를 산출해본

결과, 쌀과 레몬홍차를 제외한 대부분 비조사 검체는 0.0001-

0.0728, 전자선과 감마선 조사된 검체는 0.1004-4.6748로

나타나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쌀과 레몬홍차의 TL

비는 0.1 이하로 나타나 글로우 1에서 확인한 것처럼 조

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조사 선원에 따른 곡

류와 두류의 PSL 측정 결과는 전자선 조사된 검체가 더

명확한 판별이 가능하였고, TL 측정 결과는 쌀과 레몬홍

차를 제외하고 모든 검체에서 조사 선원에 관계없이 조사

여부 판별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자선 조사에

따른 확인시험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선종에 따른 PSL

시험법에 대한 검지감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는 전자선 추가 허용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조사

식품 관리체계 마련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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