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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방사선, 그리고 농식품 안전

권 중 호
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

(본 자료는 2011년 농식품생명과학 심포지엄(8. 24, 충남대) 초청강연 자료를 보완한 자료임)

Ⅰ. 배   경

최근 기상이변이 현실화되면서 지구 생태환경의

변화는 미래의 가장 두려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생활환경 변화는 물론, 농림수산 분야의 생

산성과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농식품 산업의 당

면과제는 식량안보(food security)와 식품안전(food

safety)일 것이다. 식량안보는 식량자급률과 가공원

료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식량주권(sovereignty) 차

원에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식품안전

은 식중독균, 기생충, 검역해충 등의 생물학적 오염

과 농약, 항생물질, 중금속, 방사성물질, 환경호르몬,

이물질 등의 이화학적 오염에 의해 끊임없이 위협

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

소 사고로 인해 식품의 방사성(능) 물질의 오염이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식품의 방사능 오염

은 원자력발전소 사고(’79 미국 드리마일/TMI, ’86

구소련 체르노빌, ’11 일본 후쿠시마)로 인한 방사

성 물질의 누출이 주원인이다. 그 다음으로는 핵관

련 시험으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이다. 대기로 방

출된 방사성 물질은 낙진 또는 비를 통해 토양이나

해양, 강 등을 오염시키고, 오염된 토양이나 해양에

서 자란 농작물, 사료, 수산물 등은 방사성 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상이변과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 분야에

서는 신규 병해충의 발생과 이를 퇴치하기 위한 기

술적 과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는 식품의 안전

성 확보와 유통 및 검역 관리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

이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농식품에 오염된 식중독

균이나 기생충, 검역유기체 등의 사멸방법으로는

화학적 처리(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등 훈

증제, 농약, 첨가제 등), 열처리(통조림, 레토르트,

저온살균, 열수처리 등), 물리적 처리(고압, 여과, 고

주파, 방사선, 냉동, 냉장 등) 등이 선택적으로 활용

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방법들은 안전성, 환경공해,

작업자 안전, 품질열화, 처리효과, 경제성 등의 관점

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세계 농식품 산업에서

는 非 가열(non-thermal), 非 약제(non-chemical) 특성

의 새로운 대안기술(alternative technology) 마련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방사선은 방사성 물질에서 발생되는 에너지와 기

계장치에서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에너지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종류에 따라 파장이 다르고 물질과

의 반응도 상이하다. 이 중 감마선, 전자선, X선 등

은 전리작용(ionization)을 지니고 있어서 피조사체

에 오염된 미생물, 해충, 기생충 등을 효과적으로

불활성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방사선에너지는 농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효과적인 살균·살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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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로 활용이 가능하다.

본 자료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방사능 오

염과 식품안전”을 주제로 고찰하고, 동시에 식품산

업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방사선 이용과 식품안

전”에 대하여 기술정보를 나누고자 한다. 이는 농식

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사능 오염의 제로화

(zero)와 방사선기술의 선택적 활용에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식품(radioactive

contamination food)과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의 차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한다.

Ⅱ. 방사능과 방사선의 개념

가. 용어 및 정의

1) 방사능(radioactivity)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능력(정성적)을 말하며,

방사성 물질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이기도 하다.

방사능에는 자연 방사성 물질과 인공 방사성 물질

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방사능은 지구 탄생과 더불

어 지각에 존재하는 것들이며, 인공방사능은 자연

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든 것들이다.

방사능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로 베크렐(Bq)이 사

용되며, 이는 방사성 물질의 원자핵이 단위시간 당

붕괴되는 수를 의미한다.

2) 방사성(능) 물질 

방사성 핵종의 농도와 총량이 일정기준 이상인

물질로서 방사능 물질이란 용어로도 통용된다.

3) 방사능 오염 

방사성 물질(핵종)에 의한 오염을 말하며, 방사성

오염으로도 간혹 쓰이지만 방사선 오염은 틀린 말

이다.

4) 방사선 피폭 

방사선 피폭은 물체(사람 등)가 방사선에 노출됨

을 의미한다. 이는 물체가 방사선에너지를 흡수하

는 것으로써 흡수선량(absorbed dose, Gy/그레이) 단

위로 나타내며 단위질량 당 흡수되는 방사선의 평

균에너지이다(1 Gy=1 J/kg). 이는 방사선과 물질간

의 상호작용과 그 영향을 정량적으로 나타내는 수

단이다. 또한 생물학적으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방사선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는 시버트(Sievert, Sv)

이다.

가) 외부피폭 : 체외에서 오는 방사선에 노출되

는 것

나) 내부피폭 : 방사능 오염 공기의 흡입이나 오

염 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체내에서 방사성 물질

이 내는 방사선에 노출/피폭되는 것

그림 1. 방사능과 방사선의 단위. (line3, 방사성물)

5) 방사성 붕괴와 반감기(half-life)

불안정한 원자핵을 지닌 원소가 방사선을 내며

다른 원소로 변해가는 것을 방사성 붕괴라고 한다.

불안정의 정도에 따라 방사성 붕괴에 걸리는 시간

이 다르며, 어떤 양의 방사성원소가 붕괴하여 반이

남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한다. 원자력

발전소나 핵 관련 사고로 인해 방출될 수 있는 주요

방사성 핵종의 반감기는 다음과 같다.

가) 요오드(I-131) : 물리적 반감기 8일 (체내 생

물학적 반감기 3~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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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슘(Cs-137) : 물리적 반감기 30년 (생물학

적 반감기 70일)

다) 플루토늄(Pu-239) : 알파입자, 물리적 반감기

2만4천년, 무거워 멀리 못 감

라) 스트론튬(Sr-90) : 물리적 반감기 29년 (중장

기 관리 필요)

마) 제논(Xe-133) : 가스형태, 반감기 5.3일, 핵실

험 지표

6) 방사선(radiation)

방사선은 방사능 원자핵(방사성동위원소)이 붕괴

되는 과정이나 기계장치로부터 발생되는 빛 또는

에너지 흐름의 한 형태이다.

나. 방사선의 종류와 생물학적 작용

1) 방사선의 종류

방사선은 크게 전자기파 에너지(electromagnetic

energy; γ선, X선), 전기를 띤 입자선(원자핵으로부

터 방출되는 전자/β-선 & 양전자/β+, 가속기에서 발

생시키는 전자선/electron beam, 원자핵에서 방출되

는 헬륨/α선), 그리고 전기를 갖지 않는 입자선(중성

그림 2.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선.

자선) 등으로 구분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노출

되거나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은 선원(radiation

source)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방사선과 인공방사

선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자연방사선 : 지구상의 모든 물질(우주, 땅,

빛, 음식물 등)로부터 자연적으로 나옴

나) 인공방사선 : 가전제품, X선장치, 방사선 암

치료기, 전자가속기, 원자력발전 등에서 발생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방사선을 낼 수 있는 핵

종들을 우리는 방사능(물질) 또는 방사성 물질이라

한다. 방사능 또한 자연방사능과 인공방사능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방사능이건 인공방사능이건 그

로부터 발생되는 방사선은 동일하며 생물체에 미치

는 영향도 같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두려워

하는 것은 사고에 따른 인공방사능의 실체이다.

2) 방사선의 작용

방사선은 피조사체에 대한 작용으로서 전리작용

(ionization)의 유무에 따라 이온화 방사선(감마선, X

선, 전자선 등)과 비이온화 방사선(전파, 마이크로

파,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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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시버트, Sv)

시버트는 사람이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인체에

서의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식

품에서 방사능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단위 즉, 베

크렐(Bq/kg)은 오염식품을 섭취하였을 경우 체내에

서의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해 시버트(Sv) 단위

로 환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섭취식품의 양

(kg)과 선량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다.

가) 내부피폭 환산계수 : 유효선량환산계수(방사

성 물질, 화학형, 섭취경로 등으로 결정)

나) 1 시버트(Sv) = 1,000 밀리시버트(mSv), 1 밀

리시버트 = 1,000 마이크로시버트(μSv)

Ⅲ. 방사능 오염과 농식품 안전

가. 지구환경 및 원전사고에 따른 방사성 물질

우리 생활 주변에는 미량이나마 방사선을 내는

방사능이 존재한다. 이와는 달리 인공방사능은 자

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서 20세기에 들어 핵분

열에 의한 원자력에너지의 발생 원리가 밝혀지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 지구환경에 분포하는 인공방사능은 1945년

이래로 대기권 핵실험의 산물들과 1979년 미국 드

리마일/TMI 원전사고,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인해 누출된 것

들이 대부분이다. 또한 많은 종류의 방사능 핵종들

이 인위적으로 개발·생산되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

를 위해 의료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다. 산업적으로

는 세계적으로 2백 여기의 감마선 멸균시설에 코발

트60(Co-60) 방사성동위원소가 사용되고 있다.

나. 농식품의 방사능 오염과 관리

1) 오염 경로와 부위

농식품에는 극히 미량이지만 자연방사능이 존재

할 수 있다. 그러나 원전사고나 핵 관련 실험으로

누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농축수

산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 즉, 원전사고 시 대기나

해수로 방출되는 방사성 물질은 낙진 또는 비를 통

해 토양(논, 밭, 초지, 산림)이나 해양, 강 등을 오염

시키고, 오염된 토양이나 해양에서 자란 농작물과

수산물은 방사능의 오염가능성이 있다.

동식물체는 피부접촉이나 호흡, 잎, 뿌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을 흡수하게 되어 체내에 유입된다. 그

리고 방사능 오염 목초지에서 사육되거나 오염된

사료를 급여한 동물에는 체내에 방사성 물질이 유

입되어 축산물(고기, 알 등)이나 낙농제품(우유 등)

으로 이행될 수 있다(변, 2011).

해수는 전체 면적이 1.37 x 1021 L이며, 그 대부분

은 인간이 이용하지 않는 심층해수이다. 어패류를

비롯한 해양생물들이 서식하는 해수의 체적은 전체

의 0.1%에 해당한다. 원전사고 후 해양에 누출된 방

사성 물질은 해수와 함께 이동하며 조류에 의해 이

동 확산된다. 이 때 일부 해양생물들이 오염되어 먹

이사슬에 의해 우리의 식탁에까지 이를 수 있다. 따

라서 해수에서의 희석효과는 크지만 해수와 해양생

물들의 이동경로와 방사성 물질의 검출 수준에 대

한 지속적이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행스

럽게도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일본 동쪽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쿠릴해류가 흐르고, 이 해류는 동태평양

쪽으로 흘러가 미국 서해안까지 이르렀다가 우리나

라 해안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해류가 회류하

는 되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우리 해안

에 이를 때쯤이면 오염물질이 거의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수입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

사를 철저히 하여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노력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신, 2011).

이와 같이 농식품의 방사능 오염 경로는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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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동시에 우리 인체의 경우에도 호흡을 통한 오염

대기의 직접적인 흡인은 물론, 오염된 음식이나 물

을 섭취함으로써 체내의 간접적인 오염을 초래하게

된다.

2) 방사능 오염검사 및 수입관리

일본 원전사고(’11. 3. 11) 이후 3월 19일부터 국

내 관련기관에서는 식품의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

를 실시하고, 결과를 관련부처(식약처, 농식품부 등)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수입

식품의 방사능 오염 검사는 대표적인 방사성 핵종

(I-131, Cs-134 + Cs-137)의 존재여부와 방사능의 강

도를 측정하고 있다.

가) 요오드나 세슘의 오염여부 판단 : 1~2시간

나) 방사성 물질 오염농도(Bq) 측정 : 8~9시간

정부에서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산 또는 일

본을 경유한 농식품의 수입을 엄격히 관리함은 물

론, 국내 유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도 2주

간격으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다. 특히 수입식

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일본산을 중심으로 태평

양산, 기타 국가 산으로 구분하여 검사결과를 2주

간격으로 공시하고 있다. 검사대상식품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구분하며, 표 1은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결과를 종합한 것이

다. 2011년 3월부터 2017년 초까지 총 169,156건을

검사하여 방사능 미량검출 146건(통관), 미량검출

188건(반송)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특히 2013년 9

월 6일 정부의 임시특별조치 즉, “후쿠시마 주변 8

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이후에는 방

사능이 검출된 식품의 통관은 전무하며, 일부(10건

이내) 미량 검출된 건수에 대하여 반송조치가 2016

년까지 기록되어 있다(표 1).

이상의 임시특별조치의 시행에 따라 후쿠시마 주

변 8개현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

(축산물 포함)에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

트론튬(Sr-90), 플루토늄(Pu-239) 등 기타 핵종의 검

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다. 식품 방사능 오염 관련 국내외 기준

1) 국내 기준

국내에서는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방사성

요오드(I-131, 300 Bq/kg·일반식품; 150 Bq/kg·유 및

유제품)와 방사성 세슘(Cs-134 + Cs-137, 370 Bq/kg·

일반식품)에 대한 허용기준을 정한 바 있다(식품공

전). 이후 관련 국제적 환경 변화와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표 2와 같이 방사능 관련 식품기준이 개

정되었다. 식품의 방사능 기준은 일반적으로 영·유

아식품과 기타식품으로 구분하여 기준치를 정하고

있다. 특히 정부에서는 요오드(I-100) 핵종에 대하여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곡류

조제식, 기타 영·유아식, 영·유아용 특수 조제식품

과 유 및 유가공식품은 100 Bq/kg(L), 기타식품은

300 Bq/kg(L)로 각각 기준을 정하고 있다.

방사성 세슘에 대한 기준은 모든 식품에 대하여

당초 370 Bq/kg(L)이었으나,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

후 임시 강화기준으로 100 Bq/kg(L)을 정하고 있다.

이상의 요오드 기준은 Codex 기준과 동일하며, 세슘

에 대한 임시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는 아직 방사성 플루토늄(Pu-238)

과 스트론튬(Sr-90)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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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 (2011. 3.14.∼2017. 1.19)

기간 구분
불검출 미량검출(통관) *미량검출(반송)

건수 중량 건수 중량 건수 중량

’11.3.14.
∼ 12.31.

가공식품 18,980 38,395 14 7 34 22

농 산 물 112 5,858 1 0 3 39

축 산 물 48 52 - - - -

수 산 물 4,126 15,993 21 149 - -

계 19,140 44,305 15 7 37 61

’12.1.1.
∼ 12.31.

가공식품 21,403 54,388 - - 67 72

농 산 물 139 636 - - 1 0

축 산 물 134 36 - - - -

수 산 물 4,729 20,526 101 2,704 - -

계 40,816 99,365 15 7 105 133

’13.1.1.
∼ 12.31.

가공식품 21,744 56,321 - - 58 21

농 산 물 123 702 - - 1 0

축 산 물 156 126 - - - -

수 산 물 5,328 20,543 9 160 1 0

계 62,839 156,514 15 7 164 154

’14.1.1.
∼ 12.31.

가공식품 21,782 57,545 - - 6 8

농 산 물 118 685 - - - -

축 산 물 329 289 - - - -

수 산 물 5,290 18,265 - - 4 20

계 85,068 215,033 - - 170 162

’15.1.1.
∼ 12.31.

가공식품 24,400 80,689 - - 6 0.1

농 산 물 182 5,905 - - 3 15

축 산 물 565 262 - - - -

수 산 물 6,525 22,523 - - - -

계 110,215 301,889 - - 9 15.1

’16.1.1.
∼ 12.31.

가공식품 25,333 101,841 - - 4 0.5

농 산 물 146 12,771 - - - -

축 산 물 546 217 - - - -

수 산 물 6,918 23,806 - - - -

계 136,240 416,718 - - 13 15.6

’17.1.1.
∼ 1.19.

가공식품 1,257 4,482 - - - -

농 산 물 16 2,542 - - - -

축 산 물 30 12 - - - -

수 산 물 388 1,432 - - - -

계 137,543 423,754 0 0 13 15.6

총  계

가공식품 318,078 817,106 45 21 485 525.1

농 산 물 133,642 389,179 14 7 175 123.6

축 산 물 820 26,557 1 0 8 54

수 산 물 1,778 982 0 0 0 0

계 32,916 121,656 131 3,013 5 20

(식약처,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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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국내 방사능 관련 식품기준

(식약처, 2017)

2) 국외 기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원전사고 또는

방사능 사고 후 사람의 섭취범위, 국제교역 중 오염

된 식품의 방사성 핵종에 대해 가이드라인 차원의

제한치를 제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조제 또

는 배합 후 식용하는 식품에 적용하며, 영·유아의

경우 방사성 핵종에 특히 민감하기 때문에 CODEX

는 '영·유아 식품' 및 '기타 식품'에 대한 가이드

표 3. 식품 중 방사능 제외국 기준 (방사성요오드 & 방사성세슘)

(식약처, 2017)

라인 차원의 제한치를 제정하고 있다. 방사능 사고

발생에 따른 수출입 식품에 대한 방사성 핵종 오염

도의 국제 Guideline Levels(GLs)이 있다. 해당 GLs

는 세계식량농업기구(FAO),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가 공동으로 발표하였

으며, GLs에 명시하는 기준 이하의 식품은 섭취해

도 안전하지만 오염수치가 GLs를 초과할 경우 각국

정부가 해당 식품의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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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식품 중 방사능 제외국 기준 (플루토늄 & 스트론튬)

(식약처, 2017)

라. 식품 중 방사능 안전관리체계 및 대응

식품의 방사능 오염 검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생산단계에서는 농림

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국

립수산물품질검사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서, 유통단계에서는 식약처(서울, 부산, 경인, 대구,

광주, 대전 지방청 포함)와 시·도 식품위생 관련부

서(보연) 등에서 항시 검사를 실시하여 2주 단위로

검사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그밖에 식품 및 환경시료의 방사능 검사는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

그림 3. 식품의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 (식약처, 2017).

학연구원 등에서도 첨단 분석 장비를 활용하여 다

양한 방사성 핵종(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검사를

필요에 따라 실시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임시특

별조치(2013. 9. 6)에 따라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은 물론,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 대한

엄격한 방사능 오염검사를 실시하여 미량이라도 세

슘이 검출되면 기타 핵종의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일본산 식품 방

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수입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과 국민소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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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힘써왔다. 특히 2015년 1월에는 민간전문가들

이 일본 아오모리 등 후쿠시마 주변 현지를 방문하

여 수산물의 채취, 유통 판매, 방사능 검사기관 등

을 일본 정부 담당관들과 함께 조사하고 향후 방향

을 논의한 바도 있다. 이후 일본정부는 한국정부의

일본 수산물에 대한 임시특별조치의 항의로써

WTO에 제소를 하였고, WTO 한일 수산물 분쟁패널

설치 절차가 진행된 바 있다.

마. 방사능 오염식품의 섭취와 안전

1) 일상생활과 방사선량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에

노출됨으로써 미량이나마 방사선을 받으며 살아가

고 있다.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방사능 오염식

품을 섭취하는 것은 인체의 방사선 노출량을 높이

는 것이다. 이로 인한 위해정도는 방사성 물질의 종

류와 양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낮은 수준의 방사

선으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의식하지 못한 채 쉽게

회복된다.

그림 4는 일상생활에서 노출된 방사선의 양을 인

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Sv)로 나타내었다. 세계

고선량 지역에서 노출되는 연간 자연방사선량은 10

mSv이다. 그러나 1인당 연간 평균 자연방사선량은

그림 4. 일상생활 및 방사능 기준을 고려한 식품섭취의 위해평가.

2.4 mSv이다. 또한 미국 항공여행을 1회 왕복하였을

경우 대략 0.2 mSv이며, 위(stomach)의 X선 촬영 시

에는 0.6 mSv의 방사선 피폭을 받게 된다. 그리고

300 Bq/kg의 방사성요오드가 검출된 식품을 1 kg 섭

취한 경우는 0.007 mSv, 370 Bq/kg의 방사성세슘이

검출된 식품을 100 g 섭취한 경우는 0.0005 mSv에

해당하는 방사선의 체내 영향을 받게 되는 셈이다.

2) 식품섭취를 통한 방사선 노출

현재까지 일부 식품에서 검출된 방사성요오드의

양은 규격기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고, 또한 반

감기가 8일이므로 수입식품에서는 그 수준이 크게

감소될 것이다. 그러나 방사성요오드는 체내에서

갑상선 등에 축적되고, 특히 어린이에게는 위험이

증가될 수 있다. 방사성세슘 역시 일부 식품에서 검

출되는데, 세슘은 건강상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식약처은 그동안 일부 식품이 마치 방사능 방어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사능 방어 기능성을 인

정받은 식품은 없고, 비타민·요오드·아연 함유 식품

등을 섭취한다 해도 방사능 피폭 예방이나 치료에

는 전혀 효과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요오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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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식품을 지나치게 많이 섭취할 경우 갑상선

염, 갑상선종, 갑상선 기능항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

날 수 있다.

바. 방사능 오염 관련 권고사항

방사성 물질은 공기 중 또는 비에 함유되어 지상

으로 유입된다. 일반 채소, 과일, 농작물, 초지작물,

임산물 등은 표면이나 뿌리에 방사성 물질이 오염

될 수 있다. 잎 부분의 표면적이 넓은 엽채류는 대

기 중에서 떨어진 방사성 물질의 오염가능성이 가

장 크다. 초지나 목장에서 사육되는 젖소나 비육우

는 대기 중의 방사능 낙진으로 오염된 목초를 먹음

으로써 우유나 도축육에 방사성 핵종이 발견될 수

있다.

한편 방사능 오염 지역에서는 경작 방법과 원전

사고 발생 시 농작물의 생장 단계 또는 수확기에 따

라 농작물의 오염정도가 달라지며, 동물성 식품의

경우는 비교적 오염에 대한 보고가 늦어질 수 있다.

방사능 사고의 초기 대응책은 실행이 가능하고

안전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음 조치가 권장되고 있

다(WHO). 농장의 채소 등 농작물이나 사료는 플라

스틱 비닐 또는 방수 천을 씌우고 방목된 가축들을

우리로 들여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방사능 물질에

서 방출되는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거리

를 확보하는 것이 기본이다. 즉 방사선 노출량은 거

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방사능 사고 발생 시 오염의 심각성이 확인된 지

역의 중․장기적 대안으로는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우유 및 채소의 섭취를 피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산

된 농림축수산물의 방출이나 도축을 피하며 낚시,

사냥, 버섯 캐기 등을 금해야 한다.

국내에서 최근 방사능 오염을 막는 세균

(Shewanella)이 발견되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는

수용성 방사성 물질(우라늄 6가 이온)을 자신의 몸

에 흡착시켜 토양이나 수질 오염을 줄이는 방안이

다. 그러나 식품에 오염된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특별한 조리·가공법은 없으며, 오염식품을 가열하여

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섭취 이전에 깨끗이 세척하

거나 껍질을 벗겨 섭취하면 표면에 잔류하는 방사

능 물질을 피할 수 있다. 이외에도 반감기가 짧은

방사성 핵종은 오염식품을 장시간 보관하거나 유통

하는 과정에서 저감화가 가능해 진다.

Ⅳ. 방사선 이용과 농식품 안전

가. 방사선 이용의 배경

농식품분야에방사선의이용연구는 Roentgen(1895)

이 X선을 발견한데서 비롯되었다. 이어서 방사선을

내는 선원(radiation sources)이 개발되면서 미생물에

대한 방사선의 살균효과가 보고되었고, 1970년대는

기술적 효과와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의 안전성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1980년대 이후에는

조사식품의 건전성 평가 (wholesomeness evaluation)

가 국제기구의 주도로 이루어지면서 조사식품에 대

한 Codex 규격(1984)이 채택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 별 식품조사기준이 마련되었고, 1990~2000년

대는 조사식품의 시험판매와 상업화 추진, 표시

(label) 및 확인법(detection methods) 연구/기준 마련

에 따라 방사선처리 농식품의 국가간 교역이 본격

시작되었다. 유엔환경위원회(UNEP)는 화학약품처

리(ethylene oxide, methyl bromide 등)의 대체기술로

서 방사선기술의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1995). WTO

자유무역체제에서는 농식품의 안전기준과 동식물검

역기준을 극복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방사선

검역처리기술(irradiation for quarantine)의 활용사례

가 늘어나고 있다.

나. 방사선기술 이용의 필요성

금세기의 대표적 화두는 에너지와 환경과 식량일

것이다. 이 중 인류의 가장 기본적 과제는 식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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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인구증가

에 대비한 식량의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량의 증산과 함께 수확

된 식량의 이용률을 높이는 기술 확보가 보다 현실

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근 환경의 오염과

더불어 먹을거리의 안전성 확보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선진 식생활 문화에서는 단체급식

이 늘어나면서 대형 식중독 사고의 방지를 위한 기

술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식품의 안전저장과 유통식품의 미생

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저온, 냉동, 환경기

체조절, 가열, 고압, 훈증 및 보존 약제처리 등이 일

반적인 방법이었다. 그러나 열처리가 불가능한 식

품이나 살균·살충용 약제의 사용이 금지되었을 경

우에는 대체기술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건조(분말)식품의 살균이나 신선 농림산물의 살충

등을 위해서는 비열(non-thermal) 및 비약제

(non-chemical) 특성의 식품처리기술이 요구되고 있

다.

이에 여러 대안기술이 연구 개발되어 산업적 활

용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기반 확보가 진행되고 있

다. 이 중 방사선 조사기술(irradiation technology)은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특이한 살균효과와 검역해충

(quarantine insect/pest)의 사멸 및 신선 농축수산물의

신선도 연장에 기술적 타당성이 확인되었고, 특히

처리식품의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인정됨으로써 인

류의 식량공급과 안전한 먹을거리 확보에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

표 5. 식품조사처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선의 종류와 에너지 특성

방사선 선원 반감기 이용에너지 (MeV)

감마(γ)선
60Co (국내 허용)

137Csl
5.3년
30년

1.17, 1.33
0.06

전자선(electrons) 전자가속기에서 발생 (10 MeV 이하) (국내 허용)

X선 기계적으로 발생 (5 MeV 이하)

다. 식품의 방사선조사기술 개요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식품조사(食品照射, food

irradiation)라고도 한다. 식품조사란 식품을 본래 상

태에 가깝게 보존하거나 품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허용된 방사선 에너지를 피조사체 식품에 일정시간

노출시켜 살충, 살균, 생장조절 등의 효과를 거두는

기술이다. 방사선 에너지는 생활 주변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광합성 현상에서부터 태양건조, 숯불구

이, 전기구이, microwave 가열, 자외선 살균, X선 촬

영, 감마선 방사선 치료 등은 파장과 주파수가 다양

한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하는 예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식품조사란 단파장의 이온화 작

용(ionization)이 있는 감마선(gamma ray)이나 X선 또

는 전자선(electron beam)을 이용한 식품처리(food

processing)를 말한다.

식품조사에 이용될 수 있는 방사선에너지는 방사

성동위원소(60Co, 137Cs)l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전자

가속기(electron accelerator)에서 전기적으로 발생시

키는 전자선과 기계적으로 발생되는 X선이다(표 5).

이들 방사선 가운데 식품조사에 이용되고 있는 비

율은 대략 투과력이 큰 감마선이 약 65%, 전자선과

X선이 35% 수준으로 소비자 수용성 증진과 더불어

활용이 늘어가고 있다.

그림 5는 국내외 의료용품 및 식품산업에서 살균,

살충기술로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 조사시설의 개요

를 나타내었다. 왼쪽은 감마선 에너지를 연속해서

방출하는 방사성동위원소(60Co, 137Cs)이고, 오른쪽은

전기적(on/off)으로 가동되는 전자선가속기로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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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에서 발생되는 전자(electrons)를 가속하여 빔으

로 방출하는 개념이다. 아울러 X선은 전자빔을

converter plate(Ta)에 통과시킴으로써 전환에너지가

되어 감마선과 유사한 photon energy로 식품산업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림 5. 식품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감마선 및 전자선/X선 조사 개념도.

1) 감마선 조사시설

감마선 조사시설은 크게 4가지(방사선원, 선원 저

장 pool 및 차폐시설, conveyor system, 운전실)로 구

성된다. 선원은 사용하지 않을 시 조사실(irradiation

room) 내의 지하 6~7 m 수조에 보관되며, 조사 시에

만 선원이 장착된 rack이 조사실 지상으로 올라오게

된다. 그리고 선원으로부터 방사되는 에너지는 외

부누출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벽(두께 60 cm 이상)

으로 차폐한다. 식품에 처리되는 흡수선량은 선량

률(Gy/hr)과 피조사체 식품을 운송하는 conveyor 속

도에 따라 결정되며 에너지의 투과력이 우수하여

(60∼80 cm) 제품을 포장된 채로 살균 처리할 수 있

다.

국내에서 상업적 감마선 조사시설은 그린피아기

술(주)과 ㈜소야그린텍에서 각각 1기 씩 가동하고

있으며, 연구용 감마선 시설은 정읍 첨단방사선연

구소에 소재하고 있다. 감마선 조사시설의 상업적

운영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인자는 처리

물품 크기와 밀도, 월별 및 연간 처리물량, 최저 처

리선량 및 최고 제한선량, 시설 운전시간(일, 주,

년), 조사물량 증가량, 처리물량 크기 균일성, 조사

시설 위치 및 처리물품 저장관리 등이다.

2) 전자선 조사시설

전자선은 전자가속기에 의해 원하는 에너지수준

으로 가속화된 전자빔을 말하며, 이는 감마선과 마

찬가지로 전리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를 나타낸다.

전자가속기에는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타

입과 짧은 펄스형태로 방사하는 타입이 있으며, 전

자빔의 발생은 전원(on/off)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

다. 전자빔은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이 약하기 때문

에 제품의 포장을 얇게 해야 하며, 포장의 양면을

조사할 경우 투과 깊이가 최고 10 cm (10 MeV)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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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다. 사방으로 방사되는 감마선 에너지와는 달

리 전자빔은 원하는 부위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므

로 에너지 효율이 매우 높고 짧은 시간에 조사처리

가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의료용품 멸균이나

식품조사처리에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전자빔 조사

공정의 특징은 연속식 운전, 에너지 발생의 on/off

관리, 고에너지와 높은 선량률에 의한 신속처리, 높

은 에너지 효율성, 낮은 투과성과 높은 Dmax/Dmin 비,

표 6. WHO/FAO/IAEA 및 Codex의 방사선조사식품 권장기준

식품군 방사선조사 목적 기술적 선량범위 (kGy)

(min) (max)

식품군 1:
구근류, 근채류, 괴경식물

저장 중 발아억제 0.05 0.2

식품군 2:
생과일 및 신선야채류

a)숙도지연
b)해충구제
c)저장성 연장
d)검역관리*

0.3
0.3
1.0
0.15

1.0
1.0
2.5
1.0

식품군 3:
곡류 및 그 분말류, 건과류,
유지종자, 두류, 건조과일

a)해충구제
b)미생물 감균
c)발아억제(밤)

0.3
1.5
0.1

1.0
5.0
2.0

식품군 4:
어류, 해산물, 개구리다리, 민물 및 

육상무척추동물
(신선 및 냉동)

a)병원성미생물 감균**

b)저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관리**

1.0
1.0
0.1

7.0
3.0
2.0

식품군 5:
가금육과 적색육 및 그 육제품
(신선 또는 냉동)

a)병원성미생물 감균**

b)저장성 연장
c)기생충 감염관리**

1.0
1.0
0.5

7.0
3.0
2.0

식품군 6:
건조채소류, 향신료, 양념류,
동물사료, 건약재 또는 약용차

a)병원성미생물 감균**

b)해충구제
2.0
0.3

10.0
1.0

식품군 7:
동물 근원의 건조식품

a)해충구제
b)곰팡이 억제
c)병원성미생물 감소

0.3
1.0
2.0

1.0
3.0
7.0

식품군 8:
전통식품과 기타식품 -
건강식품, 환자식용 전통식품,

아라비아검 및 기타 증량제, 군 식량,
꿀, 우주식량, 특수향신료, 액상란(卵)

a)미생물 감균
b)멸균
c)검역관리

***
***
***

* 최소선량은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대해 정해질 수 있음.
** 최소선량은 식품의 위생적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처리 목적을 고려하여 정함.
*** 특정 목적과 식품 원료에 대해 정해지는 최대 선량.

공정관리용이 등이 있다. 한편 전자빔에서 전환된

X선은 전자선에 비해 투과력이 큰 장점이 있으나

전환효율이 낮은 단점이 있다.

라. 식품조사기술의 이용분야와 국제권장기준

1) 방사선기술의 이용분야

식품조사에서 이온화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는

크게 생장조절(발아, 발근 억제), 해충 제어(저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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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검역해충, 기생충) 및 미생물 제어 분야로 구분

된다. 세계적으로 지난 반세기에 걸쳐 연구된 결과

를 바탕으로 처리목적에 따라 필요한 방사선 에너

지의 양은 다양하다. 저선량(0.05~1 kGy) 범위에서

는 발아․발근 억제, 해충․기생충 사멸, 숙도지연

등이 가능하다. 중선량(1~10 kGy) 범위에서는 부패

및 병원성 미생물 살균, 식품소재 위생화 등 응용분

야가 가장 광범위하다. 고선량(10~50 kGy) 조사는

식품의 물리적 특성 개선, 완전살균 효과 등을 바탕

으로 우주식품, 군용식품, 환자용 무균식 등 특수용

도식품의 개발에 응용될 수 있다(WHO, 1988;

Loaharanu et al., 2007). 표 6은 WHO/FAO/IAEA 및

Codex의 조사식품 합의규격을 나타낸 것이다.

국제적으로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8개 군(classes)

으로 구분하여 허가되어 있으며, 응용분야는 실용

화 관점에서 볼 때 ⅰ) 건조식품의 살균․살충, ⅱ)

동물성 식품의 병원성 유기체 사멸, ⅲ) 신선식품의

부패미생물 감균, ⅳ) 농산물의 발아억제, 숙도지연

및 검역해충 처리, ⅴ) 특수목적식품 개발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방사선조사량(dose, kGy)에서

모든 조사식품의 최소흡수선량(minimum absorbed

dose)은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해야 하며,

최대흡수선량(maximum absorbed dose)은 식품의 건

전성(wholesomeness)을 손상시키거나 구조 및 기능

상의 특성 또는 관능적 특성에 나쁜 영향을 미쳐서

표 7. 살균, 살충 대상 유해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감수성 해충 > 대장균군 > 무포자형성균 > 포자형성균 > 포자 > 바이러스

종 류

화랑곡나방 
권련벌레 
가루진드기 
바퀴벌레 
딱정벌레
바구미 
기타 

저곡해충류

대장균 
살모넬라
장티푸스균
리스테리아
이질균
폐렴균

(레지오렐라)

비브리오균
녹농균
탄저균
고초균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등
각종 곰팡이류

포자(spore)
endotoxin
exotoxin
곰팡이독

(Mycotoxin)
아플라독소

보툴리늄독 등
독소생성 억제

구제역 
에볼라 등

각종 바이러스

사멸선량 0.5 - 3 kGy 1 - 5 kGy 5 -10 kGy 10- 20 kGy 30 kGy 이상

는 안 된다. 식품에 흡수되는 최대흡수선량은 10

kGy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단 특정한 기술적 목

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표 6).

2) 살균, 살충 대상 유해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식품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중요한 활용분

야 중에 식품의 부패와 변질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살균 기술이 아주 유용한 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방

사선 부분살균(radurization, radio pasteurization) 효과

에 의해 축산(가공품), 선어, 수산가공품, 딸기 등에

오염되어 있는 세균, 효모, 곰팡이 등 부패관련 미

생물의 수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보존기간 또는

냉장기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다. 특히 Salmonella,

Campylobacter, Listeria, Yersinia 등과 같은 식품 중

의 무포자병원균은 3 kGy이하의 저선량으로도 살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이나 보건위생기

술로 활용도가 높다. 쇠고기, 돼지고기, 수산물 등에

오염된 병원균을 완전 밀봉 포장된 상태로 온도 상

승 없이 살균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밀봉된 냉장 및

냉동제품의 살균 소독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생물의 종류에 따라 방사선 감수성이

다르다. 표 7과 같이 해충이 가장 방사선에 민감하

고 바이러스가 가장 저항성이 크다. 특히 식중독 원

인균들은 방사선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낮아 방사

선기술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멸될 수 있다. 이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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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오염된 미생물의 생균수(bioburden)에 따라 요

구되는 사멸선량이 다르므로 효과적인 살균을 위해

서는 사전 미생물 농도 검사가 필요하며, 식품의 종

류에 따라 맛과 향이 변하지 않는 선량범위에서 살

균, 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 요약

지난 반세기 동안 방사선조사식품(irradiated food)

에 대한 화학분석이나 독성학을 기초로 한 안전성

평가 연구가 광범위하고도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어떠한 식품가공법에 대

한 연구보다도 체계적으로 장기간 수행되었다. 이

들 연구들은 조사식품이나 주요 영양소의 동물실험,

조사된 화학물질이나 특수성분에 대한 in vitro 및 in

vitro 변이원성시험, 화학물질의 구조, 생성 및 반응

성 시험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조사식품의 건전성

평가를 위하여 독성학적, 방사선학적, 방사선화학

적, 미생물학적 안전성과 영양학적 적격성이 종합

적으로 검토되었다. 지금까지의 평가결과를 바탕으

로 발표된 국제적 결론은 아래와 같으며, 국제기구

[1980] JECFI(조사식품건전성전문가위원회)에서 “총 평균 10 kGy까지 조사된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적 장해를 일으키지 않

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며, 모든 식품에 대하여 10 kGy까지 조사한 것은 영양

학적 및 미생물학적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발표

[1982] 식품미생물국제위원회 및 미생물협회 식품미생물국제연맹은 식품조사의 안전성에 관한 증거 재확인. 1980년 JECFI

의 결정을 인정하면서 “식품조사는 건강에 대하여 어떠한 장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  

[1992] WHO에서는 최근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하면서 GMP 조건 하에서 감마선 조사기술이 이용된다면 영양학적으

로나 미생물학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 안전한 식품의 조리를 위한 WHO의 황금룰(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이온화 방사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금육(닭 등)

의 선택”을 권고

[1997] FAO/IAEA/WHO 합동회의로 열린『고선량 (10-70 kGy)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관한 전문가연구회의』에서 “기존 허

용 기준보다 10배 이상 높여도 아무런 건강상의 위험은 없으며, 특히 음식을 조리할 때 불이 지나치면 타서 못 

먹는 것처럼 방사선도 과량 조사하면 유해물질이 생성되기 전에 맛과 품질이 변하므로 최대선량을 제한할 필요

가 없다” 는 결론을 내리고 각국에 WHO press로 공표. 

나 세계 식품보건 관련기관에서도 방사선조사기술

의 기술적 타당성과 건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Kwon, 2009).

이상과 같이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과 영

양학적적격성에대한 WHO/FAO/IAEA와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IOCU, 국제소비자

연맹)의 결론은 첫째, 식품조사(food irradiation)는 인

간의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품성분

들의 독성학적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둘째, 식품

조사는 미생물학적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셋

째, 인류의 영양 상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영양소의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다

(WHO, 1994; 1999).

바. 식품의 살충․살균․멸균 방법별 공정특성
비교

식품 등에 오염된 미생물과 해충을 살균․사멸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나

눌 수 있다. 화학적 방법은 적용품목이 광범위하고

효과가 비교적 양호하며 처리가 비교적 간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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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싸게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약제의 잔류성

과 안전성, 환경공해 등의 문제로 사용이 금지되는

추세이다. 특히 식품 등의 살균․살충 목적으로 광

범위하게 사용되었던 에틸렌옥사이드(EO)와 에틸렌

디브로마이드(EDB)는 잔류독성으로 인해 이미 식

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었다(WHO, 1988; Kwon,

1998). 또한 식물교역에서 검역해충 관리에 효과적

으로 사용되어온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MB)는 지구 오존층 파괴물질로 판명되어 선진국들

은 2005년까지, 개발도상국은 2015년까지 사용이 금

지될 예정(UNEP, 1995; Loaharanu, 2007)이었으나 아

직까지 마땅한 대체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열처리 방법은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고체

(분말) 식품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식품공

업에서는 비 약품(non-chemical), 비 가열(non-thermal)

특성을 지난 가공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같은

특성을 지닌 가공방법으로는 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전자기파나 electric pulse(파동), 고압

처리, 이온화 방사선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감마선

표 8. 식품 등의 살충․살균․멸균 방법별 공정특성 비교

항  목 고압증기 EO가스 감마선 전자선

살균 효과 비교적 확실 비교적 확실 확실 확실

공정인자
온도, 시간,

압력
온도, 습도, 시간,
압력, EO농도

시간
(밀도, 온도)

시간
(밀도, 온도)

공정 제어 비교적 용이 복잡 용이 용이

처리 시간 분 시간 분-시간 분

처리 방법 batch 식 batch 식 연속식 연속식

제품 재질 내열성 광범위 내방사선 내방사선

처리 시 포장
증기투과성

(再포장)
가스투과성

(再포장)
完포장 完포장

투 과 성 제한적 제한적 큼 제한적

물질과 작용 열분해 히드록시에틸화 방사선 분해 방사선 분해

처리 후 공정 건조-방냉 장시간 탈기 무 무

잔류독성 무 잔류가능 무 무

처리비용 저가 중저가 고가 고가

설비비용 저가 중저가 최고가 최고가

과 전자선 에너지는 투과력이 있어서 식품을 포장

된 상태로 처리함으로써 연속공정이 가능하고 살균

효과가 분명하다. 이에 비해 고압스팀이나 훈증처

리는 포장을 개봉하여 처리함으로써 처리공정이 복

잡하고(batch type) 처리 후 재(再)포장이 필요하므로

재(再)오염의 가능성 있다. 또한 살균공정에서 처리

온도, 시간, 압력 등의 영향을 받고 처리 후 탈기,

방냉 등의 추가적 공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안

전성과 환경공해는 훈증법의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열처리는 제품의 품질열화, 처리효과, 공

정의 효율성 등에서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감마선이나 전자선 살균법은 타 가공방법에 비해

잔류성분이 남지 않는 clean process 특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처리식품에 품온 상승을 거의 일으키지

않는(국제기구 최대 허용선량인 l0 kGy 처리 시 물

과 동일한 열용량을 지닌 식품에서 2.4°C 상승) cold

process로써 식품의 성분이나 품질 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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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사선 기술의 녹색기술특성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녹색정책과

녹색기술 확보가 전 산업분야에 관심사가 되고 있

다. 특히 식품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용되어 온

식품가공기술이 대체로 장시간 에너지소비량이 큼

에 따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매우 높다. 따라서 식

품가공 분야에서도 저탄소 녹색기술의 확보를 위해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현행 가공기술

의 에너지 소비량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표 9는 식품의 전처리(pretreatments) 및 가공단계 별

소요에너지를 비교한 것이다.

수확된 농식품 재료들의 전처리 및 가공·저장에

표 9. 식품의 전처리 및 가공 단계별 소요에너지 비교 

단계 및 방법 가공공정
소요에너지

(kJ/kg)

전처리

천일건조 (sun drying) 100

염장 (salting) 100

데치기 (blanching, 75℃) 800

통조림 (canning) 900

훈연 (smoking) 15,000

송풍동결 (blast freezing) 7,500

굽기 (baking) 6,000

탈수 (dehydration) 15,000

방사선 조사

Co-60 감마선 (3 kGy) 30

Co-60 감마선 (30 kGy) 160

5 MeV 전자빔 (3 kGy) 80

5 MeV 전자빔 (30 kGy) 430

10 MeV 전자빔 (3 kGy) 200

10 MeV 전자빔 (30 kGy) 1,600

5 MeV X선 (3 kGy) 1,100

5 MeV X선 (10 kGy) 2,400

저장
동결 (-25℃, 3.5주) 5,000

냉장 (0℃, 10.5일) 400

조리

가열조리 (cooking) 6,000

튀김 (frying) 7,000

전자렌지 조리 (0-100℃) 2,000

서 소요되는 에너지(kJ/kg)는 천일건조 100, blanching

(75℃) 800, canning 900, cooking (93℃) 2,558, 냉장

(0℃, 5.5일) 157, 냉동 (-25℃, 3.5주) 5,149, smoking

과 탈수/건조는 각각 15,000 수준으로 매우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아억제와 살충을 위한 저선

량 방사선조사(0.1∼0.25 kGy)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kJ/kg)는 7∼12, 미생물 저감 및 완전살균 선량인 3

∼30 kGy에서는 감마에너지의 경우 30∼160 수준,

전자빔의 경우 200∼1,600으로 비교되었다. 특히 방

사선기술은 건조 농수산물의 전통 건조기술인 천일

건조(sun drying) 등과 병용처리 한다면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친환경적 상품생산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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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Brynjolfossn, 1978; 권, 2010).

한편 건조식품의 살균, 살충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어 온 훈증제와 농약 등이 안전성과 환경공해 등

으로 점차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비약제, 비가열 특

성의 대체기술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중 방사선기술은 살균․살충 효과가 우수하고

에너지 소요가 적어 냉온처리(2.4℃/10 kGy, 물 기

준) 특성의 비파괴 처리가 가능하므로 친환경 녹색

기술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권, 2010). 그러나 국

내에서는 2010년부터 방사선조사식품에 대한 표시

제도(label)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식품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인식을 두려워하여 식품조사 살균기술

대신 고압스팀살균법을 대체 활용하고 있다. 표 8은

향신료(후추가루, 고춧가루)에 대한 감마선과 고압

스팀 처리의 살균효과를 비교한 것으로써(표 10),

고압스팀은 살균효과가 상대적으로 불충분하고 제

품의 품질, 적용 품목,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

점이 지적되고 있다(Waje et al., 2008, 권 2010).

표 10. 후추 및 고춧가루의 살균방법 별 품질특성 비교 

품질항목 향신료

살균 처리

대조구 고압스팀
감마선 

(10 kGy)

총 세균
(CFU/g)

후추가루 2.8 x 106 7.0 x 103 3.5 x 102

고추가루 2.1 x 106 1.1 x 105 1.8 x 101

기능성분
(mg/g d.b.)

후추가루
(piperine)

12.36a 9.30c 11.10b

고춧가루
(capsaicin)

0.56a 0.50a 0.55a

색차 (∆E)

후추가루 0.00 2.08 0.60

고추가루 0.00 0.23 0.33

관능평점
(1∼5)

후추가루 3.3a 3.1a 3.4a

고추가루 3.8a 3.4ab 3.1b

a동일한 윗 첨자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음(p<0.05).

아. 방사선기술의 특수목적 이용(환자용 무균
식, 우주식품, 무균사료 등)

방사선완전살균(radappertizatrion) 분야는 식품에

오염된 바이러스를 제외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키

는 효과이다. 이 분야는 미생물의 오염농도에 따라

10~50 kGy의 고선량 조사가 요구되며, 장기보관용

군용식품으로서 햄, 베이컨 등 밀봉 포장식품과 국

내에서도 허가된 환자용 무균식 즉, 면역기능이 약

화된 환자용 식품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실험동물용 무균사료(specific pathogens free,

SPF 또는 germ-free 등) 제조나 우주인 식품 등은 완

전 무균상태가 요구되므로 미국, 러시아 등 선진국

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우주계획에서도 감마선

조사식품이 활용되고 있다(ICGFI, 1994). 국내에서

도 우주인식품으로서 김치, 라면 등 몇 가지 식품이

우주계획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방사선에너지는 독특한 전리작용으로 식품조직

의 물리적 변화에 따라 가공적성이 개선된다.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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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에 살균선량의 감마선을 처리하면 재수화

(rehydration) 및 조리(cooking) 시간이 유의적으로 단

축될 수 있다. 또한 옥수수에 방사선을 처리하면 전

분 추출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전분가공에서 점

도조절이 가능하여 가공전분(modified starch) 제조에

서 약품의 사용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

그림 6.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 우주식품.

또한 방사선에너지의 새로운 이용분야로는 동물

사료 등의 알레르기 저감화와 무균사료 생산, 육제

품의 아질산염 및 nitrosamine 저감화를 위한 이용,

발효식품의 biogenic amine 저감화, 엽록소의 제거를

통한 무색 기능소재 개발, 무균 포장용기의 생산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자. 방사선 식품조사기술의 장·단점

이상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식품분야에서 방사선

기술의 이용은 냉온처리기술로서 살균, 살충, 선도

연장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으

로서 기술적 타당성과 안전성이 국제적으로 공인되

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타 가공․저장 방법과

마찬가지로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용에 한계를 지니고 있다. 대표적인 한계는 저급

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우유나 유가공품의 경우 조

사처리에 의해 이취(off-flavor)가 발생된다. 고지방

질 식품에 고선량의 방사선을 상온에서 공기 존재

하에 처리하면 지방질의 산화가 촉진되어 관능적

품질이 저하된다. 일부 과일, 채소류는 조직 연화현

상이 일어나며, 축산가공품의 경우에는 인공색소의

불안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WHO, 1988;

Kwon, 1998; Loaharanu, 2007).

특히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 특수성 때문에 소

비자 수용성을 극복해야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과제

이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하는 감마선 조사시설

은 방사성물질의 운송과 운영에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방사선 조사시설에서는 방사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차폐시설이 요구된다. 아울

러 방사선 조사시설은 초기 시설투자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도 상업화에 부담이다.

차. 식품조사기술의 산업화 및 전망

우리나라는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하여 국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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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결과와 국제기구의 평가 및 규격기준을 원칙적으

로 수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7년, 1991

년, 1995년, 2004년 등 5차에 걸쳐서 총 27개 식품

(군)에 대하여 10 kGy 이하의 감마선(Co-60)과 전자

선(electron beam)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표 11). 또

한 2기의 다목적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이 민간기

업[그린피아기술㈜, 1987; 소야㈜, 2002)에 의해 건

설되어 현재 일부 허가식품과 의료용품을 대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아울러 조사식품의 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조사식품의 표시기준과 조사여부 확인법이

개정․고시되어(2009)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MFDS, 2016). 한편 농식품부에서는 오존층 파괴물

질인 훈증제 메틸브로마이드(MB)의 사용이 점차 금

지됨에 따라(UNEP 1995)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

표 11. 국내에서 허가된 조사식품 및 허용선량

허가품목 허가선량 (kGy) 목 적

감자, 양파, 마늘
밤

생버섯 및 건조버섯

0.15
0.25

1

발아억제
발아억제

숙도지연/살충

건조 향신료 10 살균 / 살충

건조 식육 및 어·패류 7 살균 / 살충

된장, 고추장, 간장 분말 7 살균 / 살충

식품제조 원료용 전분 5 살균 / 살충

건조채소류 및 조미식품 7 살균 / 살충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10 살균 / 살충

효모, 효소식품 7 살균 / 살충

알로에 분말 7 살균 / 살충

인삼(홍삼 포함) 제품류 7 살균 / 살충

2차 살균이 필요한 환자식 10 살균 

난분 5 살균 

가공식품 제조원료용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5 살균 / 살충

조류식품 7 살균 / 살충

복합조미식품 10 살균 

소스류 10 살균 / 살충

분말차 10 살균 / 살충

침출차 10 살균 / 살충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물리적 소독법인 방사선 조

사법(감마선, 전자선, X선)을 신설한 바 있다(농림축

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6호).

식품조사에 대한 Codex 일반규격에는 감마선, 전

자선 및 X선의 사용이 공식적으로 허가되어 있다.

2017년 현재 60여 개국에서 식품조사를 허가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중국,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벨기에, 남아공, 호주, 독일, 한국 등 30여 개국에서

상업화가 진행되고 있다(Loaharanu et al., 2007;

McHugh & Carswell, 2017). 그림 7은 세계적으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방사선 식물검역처리

(phytosanitary irradiation) 물량(톤)을 나타낸 것으로

서 2010년 이후 급격히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대

표적인 예로 멕시코산 과일의 경우 미국시장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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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이 20112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세계 조사식

품 생산량(405,000톤) 가운데 건조향신료 및 채소

류의 위생화가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이 과일 및

채소류의 식물검역처리 이용이라고 볼 수 있다

(Kume et al., 2009; Hallman & Loaharanu, 2016). 현

재 세계적인 방사선 조사식품 총 생산량은 500,000

톤 이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실용화가 가장 대표

적인 국가는 미국, 우크라이나, 중국, 멕시코, 베트

남, 호주, 인도, 태국, EU 등이라고 볼 수 있다

(Ihsanullah & Rashid, 2017; McHugh & Carswell,

2017).

어떤 식품기술이나 제품의 궁극적인 성공은 마케

팅에 달려있다. 결국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비

록 조사식품의 시장도입이 느리지만 이는 소비자들

의 식품 안전과 다양한 식품에 대한 욕구로 인해 변

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조사기술은 소비자들에

게 보다 안전한 식품, 다양한 식품의 선택을 가능하

게 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기

대는 소비자 의식조사, 시험판매, 식품마케팅 경향

그림 7. 방사선기술을 이용한 신선농산물 세계검역처리량(왼쪽)과 방사선 처리된 맥시코산 과일의 미국
시장 수출량(오른쪽).

및 “혁신의 확산(Diffusion of Innovation)" 이론 연구

에서도 뒷받침되고 있다(Rogers, 1983).

특히 본 기술은 기존의 화학처리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비열 및 비약제 특성의 살균․살충 특성을 지

니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활용이 기대

되고 있는 식품기술이다.

① 식인성 질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살균·살

충기술의 필요성 증대

② 식량교역에서 동식물 검역처리기술(quarantine

treatment)로서의 활용

③ 수확 후 농식품의 저장기간 연장으로 식량이

용률 및 부가가치 증대

지금부터 1세기 이전 우유의 저온살균기술

(pasteurization)은 지금의 식품조사 기술과 마찬가지

로 안전성, 혜택(benefits)과 위험(risks)에 대한 소비

자의 우려로 실용화가 지연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유의 저온살균기술은 가장 안전한 식품가공기술

로 인식되고 있다. 글로벌화 시대에 농업과 식품산

업은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기후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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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각국은 녹색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녹색기

술의 개발과 전략적 활용을 통하여 국가 기술경쟁

력을 높여가고 있다. 식품의 방사선조사기술은 우

리 국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

공하기 위한 대안기술로서 소비자, 생산자, 정부, 과

학자들로부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카. 방사선 조사식품과 방사능 오염식품의 구별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 照射食品)이란 식

품에 방사선에너지를 쪼여 식품의 품질을 보존하거

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향상시킨 식품을 말한다.

대상이 되는 식품들은 유해 미생물이나 해충이 오

염되어 위생적 품질향상이 요구되거나 저장기간 연

장이 필요한 식품이다. 이 식품들은 방사선기술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타 방법에 의해서 살균되거나

저장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방사선이 식품에 쪼여

지면 빛의 속도로 에너지가 투과되면서 살균, 살충,

생장조절 등의 생물학적 효과를 달성하고 열에너지

로 소멸되어 진다. 식품조사처리에 이용되는 방사

선의 단위는 피조사체에 대한 국제단위계(SI)로서

흡수선량 단위인 그레이(gray, Gy)가 사용되며, 이

때 1 Gy = 100 rad(래드) = 1 Joule/kg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품에 오염된 식중

독균이나 부패균, 해충, 기생충을 사멸하고 신선도

를 연장시키기 위하여 방사선조사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방사선 조사식품(irradiated food)이라

한다. 그리나 원전사고 등으로 외부환경에 누출된

방사능이 비의도적으로 식품에 오염된 식품을 방사

능 오염식품(radioactive contamination food)이라 하

며, 이들은 서로 다른 개념이므로 소비자들이 혼동

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

Ⅴ. 맺 음 말

식품의 안전은 식중독균, 기생충, 검역해충 등의

생물학적 오염과 농약, 항생물질, 중금속, 방사성물

질, 환경호르몬, 이물질 등의 이화학적 오염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다. 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원전사고

로 인한 방사능 누출이 주요 원인이다. 이 때 방출

되는 방사성 물질(핵종)은 요오드, 세슘, 플루토늄,

스트론튬, 제논 등이 있으나 요오드와 세슘이 오염

지표로 활용된다. 이들 방사성 물질은 방사능이 절

반으로 감쇠되는 물리적 반감기를 가지며, 체내에

서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이보다 훨씬 짧다. 방사성

물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농축수산식품에 오염될

수 있다. 즉, 대기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낙진 또

는 비를 통해 토양이나 해양 등을 오염시키고, 오염

된 땅, 초지 및 해양에서 생산된 농식품은 방사능

오염의 가능성 있다.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

전사고 이후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실시되어 그 결과가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6일 임시특별조치를 통하여 일본 후쿠시마 주변 8

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또한 기타 일

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의 경우에도 세슘(Cs-134

+ Cs-137)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기타 핵종(Sr-90,

Pu-239)의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수

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영·유아식품에 대

한 방사성 요오드의 허용기준을 100 Bq/kg으로 신

설하였고 세슘에 대한 기준을 370에서 100으로 임

시 강화하였다. 방사능 오염식품을 섭취하는 것은

방사선에 대한 인체 노출량을 높이게 되므로 오염

식품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한편, 인공적으로 생산·

관리하는 방사선에너지(감마선, X선, 전자선)는 독

특한 살균·살충 작용을 지니므로 식품에 오염된 유

해미생물이나 해충, 기생충을 효과적으로 사멸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대안기술이 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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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신선농산물의 검역처리(phytosanitary irradiation)

나 농식품 저장기술로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방사

능오염식품과 방사선조사식품은 완전히 다른 개념

이다. 따라서 농식품의 방사능 오염은 철저히 막아

야 하고, 방사선기술은 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향상을 위해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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