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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조사된 채소류  곡물류의 DNA Comet Assay 특성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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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ssibility of DNA comet assay as a rapid method for screening the irradiated vegetables and grains 
was evaluated. Vegetables (spring onion, garlic, and tomato) irradiated at 0～3 kGy and grains (rice flour 
and black soybean) irradiated at 0～9 kGy were used as samples. Optimum DNA comet assay conditions, such 
as elution, sedimentation of suspension, and lysis time of cell, were established. The optimum conditions for 
vegetables were 10 min for the elution time, 0 min for the sedimentation time, and 5 min for the lysis time. 
The optimum conditions for grains were 15 min for the elution time, 60 min for the sedimentation time, and 
30 min for the lysis time. For the food application of DNA comet assay, it was possible to screen various 
food samples irradiated at the following doses: spring onion at 2 kGy, garlic at 3 kGy, tomato at 1 kGy, rice 
flour at 9 kGy, and black soybean at 3 kGy. Each sample showed different forms and sizes in DNA comet. 
Therefore, further studies on various methods using comet shape, concentration, or area in DNA comet assay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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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980년 FAO/IAEA/WHO 식품조사합동 문가 원회가 

10 kGy 이하로 방사선 조사된 식품은 안 하다고 발표한 

이래 2002년에 선진국을 심으로 52개국에서 230여 식품에 

하여 식품조사기술의 이용이 허가되었으며, 200기 이상의 

방사선조사시설이 가동되고 있다(1). 식품의 방사선조사는 

식품 유래 병원성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시켜 질병을 방하

고, 식품의 shelf-life를 연장시켜 주는 등 여러 목 으로 이

용되고 있어 방사선조사식품의 국제교역 물량도 증가할 것

으로 상된다. 그러나 각 나라마다 방사선조사 허용품목과 

조사선량의 기 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사선조사식품의 표기를 기피하여 불

법유통을 조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방사선조사식품

의 건 한 유통질서 확립을 하여 방사선조사식품의 표시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이를 한 도구로써 방사선조사

식품의 신속검지기술 개발  보 이 필요하다(2-4).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기술 연구는 유럽을 심으로 활

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식품 내에서 발생되는 화학 , 물리

  생물학  변화에 을 맞추고 있다. 재 실용 가능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방법

으로는 electron spin resonance(ESR) 분석, thermolumi-

nescence(TL) 분석, photostimulated luminescence(PSL) 

분석, gas chromatography(GC) 혹은 gas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GC-MS) 등의 이화학  방법과 DNA 

comet assay와 같은 생물학  방법이 있으며(5,6), 이들  

일부는 Codex 방법(7)으로 채택되어 있다. DNA comet as-

say는 방사선조사에 의하여 생성된 OH
-, H+ 같은 라디칼로 

인해 손상되는 DNA 정도를 기 동으로 확인하는 방법으

로 비용으로 간단하고도 신속한 스크리닝이 가능한 이

을 지니고 있다(8,9). 그러나 DNA comet assay는 사용하는 

buffer 종류와 pH, 세포용해시간, 기 동 류  시간 등

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세포가 게 용출되거나 붕괴되어 

기 동 상에 나타나는 DNA comet의 형태에 요한 향

을 미치는 단 이 있다(10,11). 따라서 방사선 조사된 시료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buffer의 종류  양, 세포용해시간, 

침지시간  기 동시의 류흐름 등에 한 기 연구를 

바탕으로 측정방법이 확립되어야 신속한 검지기술로써 활

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농산물  1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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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analysis conditions of DNA comet assay for different samples

Sample amounts
(g)

Stirring time in 
PBS (min)

Sedimentation 
time (min)

Lysis time
(min)

Vegetables
Spring onion
Tomato
Garlic

0.5, 1, 2 0, 5, 10, 15
0, 15, 30,
45, 60

5, 15, 30

Grains
Rice flour
Soybean

1, 2, 3, 5 0, 10, 15, 20
0, 15, 30,
45, 60

5, 15, 30, 60

공식품의 방사선조사 여부를 신속하게 검지하기 한 수단

으로 DNA comet assay를 활용하고자, 방사선 조사된 , 

마늘, 토마토, 가루, 서리태를 상으로 하여 DNA comet 

assay 특성을 연구하 다.

재료  방법

재료

서울특별시에 치한 가락동 농산물시장과 성남시 분당

구에 치한 형마트에서 국내산 , 토마토, 마늘, 가루, 

서리태를 구입하 다.

방사선조사  장

구입한 시료의 방사선조사는 그린피아기술(주)(경기도 

여주 소재)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업  조사시설인 γ-ray 
irradiator(JS-8900 automatic pallet irradiator, MSD-Nor-

dion Co., Canada)를 이용하 다. 채소류는 0～3 kGy, 곡물

류는 0～9 kGy로 일정한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여 채소류는 

방사선조사 후 1, 2, 3주 단 로, 곡물류는 1, 3, 6개월 단 로 

4
oC에서 장하면서 DNA comet assay를 실시하 다.

DNA comet assay

시약  기구: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Sigma 사

(Sigma Chemical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Electrophoresis unit은 power supply(PS 2500 DC power 

supply, Hoefer Scientific Instruments, USA)와 기 동 

수조(AE-6133, ATTO corporation, Japan)를 사용하 다.

세포 탁액의 제조: 히 처리된 시료 1 g이 들어있는 

vial에 냉각된 PBS(8.0 g NaCl, 1.44 g Na2HPO4 and 0.24 

g KH2PO4 in 1 L distilled water, pH 7.4) 10 mL(채소류) 

는 15 mL(곡물류)를 주입하고 ice bath상에서 채소류는 

10 min, 곡물류는 15 min 동안 magnetic stirrer 500 rpm으로 

균질화시켰다. 이 탁액을 200 μm nylon sieve cloth로 여과

시켜 정치시키지 않거나(채소류) 60 min 동안 정치시킨(곡

물류) 다음 상등액을 취하여 comet 분석용으로 사용하 다.

Slide gel의 비: Methanol에 하루 동안 침지시켜 건조

한 slide glass(75×25×1 mm, Marienfeld superior, Germa-
ny)는 표면에 증류수로 용해시킨 0.5% agarose 50 μL를 균

일하게 도포하여 상온 건조하 다. 여기에 150 μL의 세포 

탁액과 PBS 용액에 용해된 1.0% low-melting point 

(LMP) agarose 150 μL를 혼합한 용액 150 μL를 뽑아 0.5% 

agarose를 굳힌 slide glass에 고르게 펴서 0
oC에서 굳혔다.

세포 용해  기 동: Slide에 고정된 세포를 4oC로 유

지된 lysis buffer(2.5% SDS, 45 mM tris-borate, 1 mM 

EDTA in 1 L distilled water, pH 8.4)에 5 min(채소류) 는 

30 min(곡물류) 동안 침지시켜 핵막과 단백질을 용해시킨 

후, 염 농도가 낮고 세정제가 없는 기 동 용액 tris-borate 

electrophoresis buffer(TBE buffer, 45 mM Tris-borate, 1 

mM EDTA in 1 L distilled water, pH 8.4)에 5 min 동안 

침지하여 기 동 용액의 농도와 평형이 되도록 하 다. 

기 동 수조는 TBE buffer로 채우고, TBE buffer 농도와 

평형시킨 slide는 끝부분을 anode쪽으로 하여 기 동 수

조에 잠기게 한 후, 4oC에서 4.9 V/cm의 압으로 2 min 

동안 기 동을 하 다. 기 동이 끝난 후 염색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알칼리와 세정제를 없애기 하여 slide를 

증류수에 2 min 동안 세척하여 건조시켰다.

염색  미경 찰: 건조된 slide는 냉장상태의 fixing 

solution(150 g trichloroacetic acid, 50 g zinc sulfate, 50 g 

glycerol in 1 L distilled water)에 10 min 동안 침지하여 

slide gel을 고정시킨 다음 silver staining하여 100 배율의 

학 미경(BH-2, Olympus, Japan)으로 DNA comet 모양

을 찰하 다.

통계처리: 미경으로 찰된 comet은 i-solution 로그

램(i-solution life, IMT i-solution Inc., Korea)으로 분석하

다.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system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처리구간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Comet assay 조건 확립

방사선 조사된 , 마늘, 토마토, 가루, 서리태의 DNA 

comet assay 용 조건을 설정하기 하여 Table 1에 제시한 

조건으로 시료의 양, 세포용출 시간, 세포 탁액의 정치시간, 

세포용해시간을 달리하여 실험하 다. 시료의 양은 채소류

와 곡물류 모두 1 g의 사용으로 세포 용출이 가능하 으나 

채소류( , 마늘, 토마토)는 PBS 용액에서 10 min, 곡물류(

가루, 서리태)는 15 min 이상을 교반하여야 분석에 필요한 세

포가 충분히 용출되어 comet assay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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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ptimum conditions for the DNA comet assay of 
different samples

Analysis
condition

Spring
onion

Tomato Garlic
Rice
flour

Soybean

Amounts of 
sample (g)

1 1 1 1 1

Stirring in PBS
(min)

10 10 10 15 15

Sedimentation
(min)

0 0 0 60 60

Lysis of cell
(min)

5 5 5 30 30

한 채소류는 PBS 용액에 용출된 세포액을 200 μm ny-

lon sieve cloth로 여과시킨 후 즉시 DNA comet assay에 

사용할 수 있었으나, 곡물류는 여과 직후의 세포 탁액은 

탁도가 높아 comet 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냉장온도에

서 60 min 이상을 정치시킨 다음 상등액의 세포를 이용하여

야 DNA comet assay 분석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슬라이드 gel에 고정된 세포는 채소류의 경우 lysis buffer

에서 5 min이면 용해가 가능한 반면에 곡물류에서는 30 min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은 식품의 

종류에 따라 세포의 크기, 세포벽의 두께  강도, 세포의 

양  외부환경에 의한 세포의 손상도 등에 차이가 있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되었고, 방사선 조사된 식품의 신속검지기

술로써 DNA comet assay를 활용하기 해서는 식품별 검

지조건을 확립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 2에 채소류와 곡물류의 DNA comet 

assay 조건을 요약하 다.

채소류의 comet assay 특성

방사선조사선량에 따른 DNA comet assay 분석결과는 

Fig. 1～5와 같다. 의 경우(Fig. 1) 방사선조사선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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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ze of the comet from irradiated spring onion at dif-
ferent dose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storage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each irradiation dose at p<0.05 as de-
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il의 길이가 증가하는 상을 보이고 있는데, 2주 이내로 

장된 는 2 kGy 수 에서 유의 으로 검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포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어 DNA 손상도에 따라 길이가 차 늘어난다는 보고

(9,12,13)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 다. 즉, 조구에서 나타나

는 선명한 comet을 비롯하여 세포의 가장자리와 핵이 흐릿

하게 나타나는 comet 등 다양한 형태와 크기가 Oh 등(2,4)이 

콩과 과일에서 시도한 comet assay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방사선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반 으로 comet의 

형태가 흐려지면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3주 장

한 는 방사선조사선량에 따른 유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는데 이는 세포조직의 변화에 미치는 외부 향인자로써 

장기간이 미치는 향이 큰 것으로 생각되었다. 

마늘의 경우(Fig. 2) 장기간 1주, 2 kGy의 조사선량까지

는 조구와 유사한 comet 형태를 보여주며 tail의 길이에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방사선조사 여부를 확인하기

가 어려웠고, 3 kGy에서 comet tail이 head와 분리되는 양상

을 보이는데다가 유의  차이를 보여 검지가 가능하 다. 

2주에는 2 kGy에서 유의  차이를 보이다가 3주에는 조구

를 포함해서 체 으로 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경향은 장 에 마늘 세포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1주 이내에서 방사선조사 검지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와 마늘의 경우와는 달리 토마토(Fig. 3)는 장기간 1

주 이내에 방사선조사에 의해 껍질이 탈색되거나 조직이 연

화되는 등의 물리화학  변화가 육안으로 바로 찰되었으

며, comet의 변화 형태를 보더라도 1 kGy의 조사선량에서 

방사선조사 여부를 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3주 장한 

경우에는 3 kGy에서 조구와 유의  차이를 보 다. 

본 채소류 실험에서는 An 등(12)과 Lee 등(14)이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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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ail length of the comet from irradiated garlic at dif-
ferent dose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storage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each irradiation dose at p<0.05 as de-
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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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ail length of the comet from irradiated tomato at 
different dose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storage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each irradiation dose at p<0.05 as de-
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과 동일하게 핵체 심에서 tail의 끝까지 측정하 으며 

tail이 없는 세포들은 핵체를 심으로 하여 반지름으로 비

교하 다. 즉,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comet 특

성이 나타나므로(15) DNA comet assay를 이용하여 방사선

조사 여부를 검지하기 해서는 단순히 tail의 길이를 측정

하는 것이 아니라 반  comet 특성을 식품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곡물류의 comet assay 특성

가루의 경우(Fig. 4) cell의 크기가 매우 작고 tail의 끝이 

흐려져 있어서 측정하기가 까다로웠다. 장기간 1개월째, 

3 kGy부터 미경 찰을 통하여 방사선조사 여부를 검지할 

수 있었으나 측정 결과에 한 편차가 커서, 통계분석상 9 

kGy에서만 유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3개월  6개월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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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ail length of the comet from irradiated rice flour 
at different dose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storage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each irradiation dose at p<0.05 as de-
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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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ail length of the comet from irradiated black soy-
bean at different dose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storage tim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each irradiation dose at p<0.05 as de-
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장한 가루에서는 체 으로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가루는 9 kGy 이내 범 에서는 DNA 

comet assay 용이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면에 서리태는(Fig. 5) 장기간 1개월째, 가루보다 

선명한 tail이 나타났으며, 3 kGy에서 조구와 유의  차이

를 나타내어 방사선조사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

나 방사선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장

기간 3개월 이후에는 comet tail 찰이 어려웠는데 이는 

comet head로부터 tail이 완 히 분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반 으로 장기간 3개월 이후에는 DNA 

comet assay 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가루, 서리태와 같은 곡물류는 방사선조사선량을 9 

kGy까지 높 음에도 불구하고 comet의 크기와 tail의 길이

가 채소류와 비교해 볼 때 작거나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방

사선조사가 DNA의 주변 환경을 이루는 물 분자를 1차 radi-

cal로 환시켜 DNA에 간 으로 향을 미쳤기 때문에

(16) 수분함량이 상 으로 은 곡물류가 방사선조사에 

한 향을 게 받은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방사선조사식품의 검지를 한 DNA comet 

assay의 활용가능성을 조사한 결과의 일부로써 식품의 종류

에 따라 DNA comet assay의 분석조건이 다르지만 식품군

에 따라 DNA comet assay 분석조건이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들 식품에 한 방사선조사선량을 검지

하는데 있어 수분이 많은 식품에 해서는 comet의 형태와 

크기에 한 편차가 커서 tail의 길이만을 측정하여 비교하

는 것보다는 comet의 농도나 면  등을 이용한 다양한 측정

법이 함께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요   약

국내에서 주로 소비되는 채소류와 곡물류의 방사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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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를 신속하게 검지하기 하여 DNA comet assay의 활

용 가능성을 조사하 다. 식품의 종류에 따라 세포용출시간, 

세포 탁액의 정치시간  세포용해시간 등의 DNA comet 

assay 조건을 달리하여야 DNA comet이 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으로 방사선조사선량에 따라 comet assay  

값이 증가하 는데 유의  차이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는 2 kGy, 마늘은 3 kGy, 토마토는 1 kGy, 

가루는 9 kGy, 그리고 서리태는 3 kGy에서 방사선조사 

여부에 한 검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에 비해 외부의 향에 민감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DNA도 쉽게 손상되어 크기뿐만 아니라 핵의 모양도 다양하

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와 같이 DNA comet assay를 

다양한 식품의 방사선조사 신속검지법으로 활용하기 해

서는 식품의 종류에 따른 표 화된 comet 분석조건  통계

분석법에 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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