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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caliciviridae과에 속하는 원형의 
RNA (ribonucleic acid) 바이러스이며, 바이러스성 급성 위장
염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체로 알려져 있다. 노로바이러스
는 약 10-100 viron의 소량으로도 인체감염이 가능하며 주로 
분변-구강 경로 및 오염된 식수와 식품 섭취를 통해 감염된다. 
현재까지 밝혀진 노로바이러스의 유전형은 크게 5개의 그룹으
로 분류된다. 그 중 Genogroup I, II 및 IV형은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며 GIII 및 GV는 동물(소, 쥐)에게서 감염을 유발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4). 노로바이러스는 다양한 환

경조건에 대해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60°C에서 30분의 가열처
리에도 감염상태를 유지하므로 식품 중 노로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Duizer et al., 2004). 
한편, 굴(Crassostrea gigas)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소재
로써, 지방 함량이 낮으며, 양질의 단백질, 타우린, 비타민, 철분 
및 아연 등 미네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Son et al., 2014; 
Park et al., 2018).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굴을 생산하는 양식장
은 대부분 연안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폐수, 분변 등의 오
염원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Shin et al., 2014), 
특히 부유 플랑크톤 등의 먹이생물을 여과섭이 하는 굴, 홍합 등
의 이매패류는 유해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이 소화조직에 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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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reduction in human norovirus (HNV) GII. 4 count in pacific oyster Crassostrea gigas 
using electron beam irradiation. Infectious HNV GII. 4 was detected using RT-qPCR (real time reverse transcription-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with PMA (propidium monoazide)/sarkosyl. At electron beam doses 1, 5, 7, 
and 10 kGy, the count of HNV GII. 4 was 2.74, 2.37, 2.06, and 1.55 log copies/μL (control, 3.01 log copy/μL), respec-
tively, confirming that as the irradiation dose increased, norovirus count reduced significantly (P<0.05). After PMA/
sarkosyl treatment, the counts further reduced at the same irradiation dose, and 10 kGy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non-treated and PMA/sarkosyl-treated samples (P<0.05). The Ed (decimal reduction dose of electron 
beam) value based on the first-order kinetic model was 7.33 kGy (R2=0.98).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pH values of the control (6.2) and electron beam-irradiated samples at all doses (6.1). For sensory evaluation, the 
non-treated sample scored the highest in all categories (5.25-6.17), while the samples treated with 10 kGy showed the 
lowest score (4.67-5.33), although without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Overall, our results suggest that 7 kGy 
electron beam is sufficient for the non-thermal sterilization of oysters without causing significant changes in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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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축적될 수 있어 생으로 섭취 시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성이 큰 
식품이다(Lees, 2000). 따라서 가공이나 열처리없이 생굴로의 
섭취 비율이 높은 굴의 식품특성상 위생학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자선(electron beam irradiation) 조사는 방사선 조사방법 중
의 하나이며, 가열공정이 없는 비가열(non-thermal) 살균으로
써 식품 고유의 영양적, 품질적 및 관능적 변화를 최소화하며 
미생물만 선택적으로 저감시키는 새로운 살균법으로 제안되고 
있다(Jung et al., 2009). 식품에 사용가능한 방사선 조사선원에
는 감마선, 전자선 및 엑스선이 있으며,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
생물 살균, 식품 저장성 및 품질변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
되어 왔다(Kim et al., 2009; Song et al., 2009; Je et al., 2015). 
한편, 전자선의 경우 국내의 전자선 조사 시설 및 인지 부족 등
의 이유로 관련 연구가 미비하였으나, 초단위의 짧은 처리시간
으로 인해 식품의 품질변화가 거의 없고, 전기를 사용하여 친환
경적이며 감마선 조사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인해 
최근 식품의 전자선 조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08a; Kim et al., 2013; Kim et al., 2016; Kim et 
al., 2017). 그러나 신선굴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노로바이러
스의 살균과 관련된 전자선 조사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선굴에 휴먼노로바이러스를 인위접
종 후 전자선을 선량별로 조사하여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저감효
과와, 그에 따른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에 관해 연구함으로써, 
신선굴 중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저감화 방안으로써 전자선 조사 
처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준비 및 휴먼노로바이러스(human norovirus, 
HNV)의 접종

본 실험에 사용된 굴은 경상남도 거제시의 한 양식장(S사)에
서 생산된 것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흐르는 물로 깨끗하게 
세척하여 패각을 제거한 후 알굴상태로 사용하였다. 굴의 중장
선을 채취한 후 균질기(homogenizer stirrer, Daihan scientific 
Co., Wonju, Korea)를 사용하여 균질화 하였고, 페트리디시
(3030, LW mm)에 3 g씩 소분하였다. 소분된 시료마다 휴
먼노로바이러스 GII. 4를 5 μL씩(3.01 log copy/μL) 접종하였
으며 클린벤치(CHC Lab Co. Ltd., Daejeon, Korea)에서 약 1
시간 가량 흡수시켜 샘플로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휴먼노로바이러스 GII. 4는 2019년 경기
도보건환경연구원(Gyeonggi Institute of Health and Environ-
ment, GIHE; Gyeonggido, Korea)에서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위장염 증상이 있는 환자로부터 대변샘플을 채취해 분리하였
으며, HNV (human norovirus)의 유전자형을 확인한 후 수인
성 소재 바이러스 은행(Waterborne Virus Bank, WAVA; Seoul, 
Korea)에 보관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HNV GII. 4는 WAVA

에서 구입하였으며, 드라이아이스가 동봉된 냉동상태로 전달
되었다. 구입 후 500 μL의 인산염완충용액(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2)이 포함된 스톡으로 제조하였으며, -80°C
의 냉동고에 보관하며 실험시에 사용하였다. 

전자선 조사 

전자선 조사(electron beam irradiation)는 원자력연구원 첨단
방사선연구소(Jeongeup, Korea) 내 electron-beam accelerator 
(Model; MB10/3000, 10 MeV, Mevex corp., Otawa, Canada)
를 사용하여 1, 5, 7 및 10 kGy의 선량별로 처리하였다. 1, 5, 7 
및 10 kGy로 처리되는 샘플의 이동속도와 에너지는 1.909 (1 
mA), 2.094 (3 mA), 1.494 (3 mA) 및 1.045 (3 mA) m/min 조
건으로 진행되었다.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각
각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으며, 이 때의 흡수선량은 Cellu-
lose triacetate (CTA) dosimeter로 확인하였다. 

Propidium monoazide (PMA)와 sodium lauroyl 
sarcosinate (Sarkosyl) 처리 

감염력 있는 HNV의 검출을 위해 RNA 추출 전 단계에서 
PMA (propidium monoazide)와 Sarkosyl을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전자선 조사된 시료(700 μL)와 PMA (Biotium, Hayward, 
CA, USA) 200 μM 를 혼합하였으며, 시료와 PMA의 균질화 
및 흡수를 위해 실온(25°C)의 암실에서 10분간 방치하였다. 그 
후 혼합물에 Sarkosyl (MIAMI L30, Miwon corp., Ansan, Ko-
rea)을 100 μM 추가로 투입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UV LED 조
명(460 nm, 40W; Dynebio, Seongnam, Korea)에 전후면으로 
위치를 변경하며 각각 10분간 노출하였다. PMA와 Sarkosyl 처
리가 감염력 있는 바이러스 검출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
해 대조군은 무처리로 진행하였다.

휴먼노로바이러스 RNA 추출 

HNV의 RNA를 추출하기 위해 QIAamp viral RNA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제조사의 지침
에 따라 RNA의 추출과 정제를 진행하였다. Proteinase K 추출
활성은 ISO 15216-1:2017의 방법을 참고하여 처리하였다. 전
자선 처리된 굴 시료에 Proteinase K (Sigma, St. Louis, MO, 
USA)를 첨가하여 인큐베이터(37°C)에서 1시간동안 진탕한 
후, 항온수조(60°C)에서 15분간 불활성화 하였다. 또한 원심분
리기(SUPRA22K, Hanil Science Industrial Co., Gimpo, Ko-
rea)를 사용하여 10분간 원심분리(5,400 rpm, 4°C) 한 후, 상층
부의 맑은 용액(약 3.0 mL)을 멸균된 conical tube에 수집하였
다. 이 용액은 -80°C의 냉동고에 보관하며, HNV GII. 4의 검출 
및 정량을 위한 분석에 사용하였다. 

RT-qPCR을 사용한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정량 분석

HNV의 정량 분석을 위해 RNeasy mini kit (Qiagen, Hilden,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실험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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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HNV GII.4의 유전자를 증폭시키기 위해 RNase free 
water, enzyme mix (5 units/μL), 5X RT-PCR buffer, 10 mM 
dNTP, RNase inhibitor (5 units/μL), 10 μM primer (Forward 
and Reverse)를 첨가하여 조성한 후, RNA 추출법에 따라 추출
된 5 μL의 RNA를 포함한 총 용량이 25 μL가 되게 하였다. RT-
qPCR (real time reverse transcription-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사용한 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의 
정량적 분석은 TP800-Thermal cycler dice real-time system 
(TaKaRa) 장치를 사용하였다. Primer와 Probe는 HNV GII. 4
의 ORF-1 및 ORF-2 중첩 영역에 맞게 제작되어 민감도와 특
이성을 증가시켰으며, Primer와 Prove의 염기서열은 Table 1과 
같다. 또한 HNV GII. 4의 RNA를 양성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RNase free water를 음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First-order kinetics model을 사용한 Ed 값의 정량적 
측정

전자선 조사에 의한 신선굴 중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저감화 결
과 중, Ed 값을 측정하기 위해 first-order kinetics model을 사용
하여 계산하였다. Ed 값은 전자선 처리에 의해 휴먼노로바이러
스가 90% 이상 사멸되는 선량(kGy)을 의미한다. Ed 값의 계산
식과 그에 따른 설명은 아래와 같다. 

log
N0 =

k
·eN 2.303

N0, 굴에 접종된 초기 휴먼노로바이러스의 titer (log copy/μL)

N, 전자선 조사 후 휴먼노로바이러스의 titer (log copy/μL)

e, 노출된 전자선의 양(kGy)

k, 감소율 상수

따라서, Ed 값은 감소율 상수 "k" 및 “Ed” 값으로 정의될 수 있
으며, 이는 전자선 조사에 의해 감소된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정
량적인 측정값을 의미한다.

pH 측정

pH 값 측정을 위해 굴 3 g과 희석수 12 mL를 혼합 후 실온에
서 5분간 교반하여 사용하였으며, pH meter (Orion Star A211, 
Thermo Scientific, MI, USA)를 사용하여 pH 값을 3회 반복 측

정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관능평가

관능평가를 위해 선량별로 전자선 처리한 굴 시료를 패널에 
제공하였다. 관능검사 패널은 경상대학교 해양과학대학 해양
식품생명의학과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20대 성인 20
명(남 10명, 여 10명)을 선정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굴에 대한 
관능 평가 항목은 외관(appearance), 색(color), 향미(flavor), 전
반적인 선호도(overall acceptability)이며 이에 대한 결과를 7점 
척도법(7점, 매우 좋음; 1점, 매우 나쁨)으로 평가하였다. “1점”
은 매우 나쁨, “4점”은 매우 좋지도, 매우 나쁘지도 않은 식품 본
질로써 허용가능한 범위 및 “7점”은 식품으로써 어떠한 결함도 
없고 품질이 매우 좋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4점 이상의 점수는 
샘플에 대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낸다. 관능평가 전 소정의 훈련
을 실시하여 각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패널들은 동일
한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샘플을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 처리는 모든 실험에 대해 각 시료당 3회 반
복을 통하여 얻은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
며, 선량별 전자선 조사에 의한 휴먼노로바이러스 측정 결과 및 
품질평가(pH, 관능평가)에서 결과간의 유의차를 확인하기 위
해 실시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PSS version 12.0 software 
program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으며, 일
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tudent t-test 실시 후 
Duncan’s 다중범위검정(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 차를 
5%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PMA+sarkosyl/ RT-qPCR 검출법을 사용한 전자선 
조사에 의한 신선굴 중 휴먼노로바이러스의 감염력 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된 RT-qPCR (real time reverse transcrip-
tion-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은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으로써, DNA (deoxyribonucleic acid)의 염
기서열이 우선 진행되는 일반 PCR과는 달리 RNA가 먼저 역
전사 된 후 cDNA를 만들어 중합효소연쇄반응을 통해 실시간
으로 증폭되는 원리이다(Nolan et al., 2006). 하지만 이 기술은 
감염력이 있는 바이러스와 감염력이 없는 손상된 바이러스의 
DNA가 모두 증폭되어 검출된다는 단점이 있으며(Rudi et al., 

Table 1. Sequence of primers and probe for RT-qPCR to quantitate human norovirus (GII.4)

Genotype Type Component Sequence

GII
Primer

COG1F 5′-CAR GAR BCN ATG TTY AGR TGG ATG AG–3′
COG2R COG2R: 5′-TCG ACG CCA TCT TCA TTC ACA-3′

Probe RING2 5′-TGG GAG GGC GAT CGC AAT C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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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Kim et al., 2008b),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염력을 가지
는 바이러스만을 검출하기 위해 PMA와 sarkosyl을 사용하였
다. Propidium monoazide (PMA)는 염료의 한 종류로써 UV 
등의 가시광선에 노출되면 손상된 DNA 및 RNA에 공유결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eon et al., 2020). 따라서 이러한 특
성을 이용해 광처리 하에서 PMA가 사균의 세포 내로 침투해 
DNA와 결합함으로써 생균과 사균의 구별이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sarkosyl 은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써 PMA가 손상된 세
포에 침투할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 et al., 
2018), 노로바이러스와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PMA가 세포의 
외막을 통해 침투할 때 sarkosyl이 도움이 된다고 보고한 바 있
다(Moreno et al., 2015; Fuster et al., 2016; Lee et al., 2018). 

PMA/sarkosyl 처리 전과 후의 전자선 조사에 의한 신선굴 중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저감화에 대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냈다. 
전자선 조사를 하지 않은 대조군의 경우 3.01 log copy/μL였
으며, 1, 5, 7 및 10 kGy 조사에서 2.74, 2.37, 2.06 및 1.55 log 
copy/μL의 결과를 보여 전자선의 조사선량이 커질수록 바이러
스가 유의적으로 감소됨이 확인되었다(P<0.05). 특히, 10 kGy
에서는 1.46 log reduction 되어 96.53%의 저감효과를 보였다. 
또한 동일한 전자선 조사선량임에도 PMA/sarkosyl 처리 전과 
후의 결과값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 되었는데, 전자선 무처리군
의 경우에는 PMA/sarkosyl 처리로 인한 차이가 없었으며(3.01 
log copy/μL) 1, 5, 7 및 9 kGy의 조사시 2.85, 2.55, 2.30 및 1.82 
log copy/μL의 결과를 보였다. 이는 동일한 조사선량 결과와 비
교시, PMA/sarkosyl 처리 후 각각 0.11, 0.18, 0.24 및 0.27 log 
copy/μL가 추가로 감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PMA/
sarkosyl 처리가 감염력 있는 살아있는 바이러스의 검출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10 kGy에서는 t-test 결과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약 46%의 추가적인 감소효과를 보였
다(P<0.05). First-order kinetic model을 사용해 측정한 R2 값은 
0.98, Ed 값은 7.33 kGy로 나타났다(Fig. 2). 1 log를 감소시킬 
수 있는 예측된 전자선량인 7.33 kGy (Ed)는 본 연구의 실험값
인 7 kGy 적용시 0.97 log의 감소값과 거의 상응하는 패턴을 보
였다. 또한, R2 값 역시 매우 우수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R2

는 결과데이터와 모델링(first-order kinetic model)된 그래프의 
유사도(similarity)를 뜻하며, R2 값이 높을수록(0<R2<1) 데이
터가 모델에 적합함을 의미한다(Park and Ha, 2014). Kim et al. 
(2008b)은 PMA와 real-time PCR을 이용해 살아있는 Entero-
coccus faecalis의 검출연구를 진행했으며, 균이 10배씩 단계희
석 될수록 Ct value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105배 희석된 샘플
의 Ct value가 가장 높았다. 즉, 균이 희석되어 살아있는 균수가 
적어질수록 PMA 처리 후 검출되는 균 또한 감소됨을 의미하며 
살아있는 E. faecalis만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방법임을 시
사하였다. PMA와 RT-qPCR을 사용하여 열처리에 의한 시금
치 중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저감화를 확인한 연구에서도 휴먼노
로바이러스의 검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g et 
al., 2017). 또한 Lee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Sarkosyl를 계
면활성제로 사용시 PMA의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침투효과를 
상승시켜 포도씨추출액과 자몽씨앗추출액중의 휴먼노로바이
로스의 감염력을 구분하는 우수한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한편, 식품에 사용가능한 방사선 조사선원의 형태는 감마선, 
엑스선 및 전자선이 있으며 그 중 전자선은 빠른 속도로 방출
되는 전자 에너지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자선 조
사 살균은 전자 에너지로 인해 세포 내의 항상성에 불균형이 
발생하여 DNA에 손상이 가해짐으로써 미생물이 사멸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Fielding et al.,1997). 또한 전자선 조사는 전
원에 의한 조절이 가능하여 살균공정에서의 효율성, 정확성 및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 다른 방사선 조사에 비해 뛰어난 장점
을 가지고 있다(Kim et al., 2016). 따라서 최근 전자선 조사기
술은 식품산업에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들도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마른 

Fig. 1. Comparison of HNV GII. 4 values between non-treatment 
and PMA/sarkosyl treatmen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HNV, 
human norovirus; PMA, propidium monoazide; Sarkosyl, sodium 
lauroyl sarcosinate. Th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t non-treated samples (a-b) or PMA/sarkosyl treated 
samples (a-d) by 0-10 kGy electron beam using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sterisk (*)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non-treated and PMA/sarkosyl treated samples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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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tted survival curves of HNV GII. 4 in the oyster Crassostrea 
gigas treated by electron beam using the first-order kinetic model 
(three samples/treatment). HNV, human noro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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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에 전자선을 선량별로 처리하였으며, 대조구의 초기 총균수
(1.5×106 CFU/g)와 비교시, 전자선 4 및 7 kGy 조사 후 각각 
5.4×104 및 1.1×104 CFU/g로 총균수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어 
전자선 조사가 미생물 저감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Park 
et al. (2008)의 연구에 의하면 감마선을 조사한 생굴의 총균수 
실험 결과, 초기균수(4.14 log CFU/g)에 비해 5 kGy 감마선을 
조사했을 때 1 log CFU/g으로 감소되었다. 해당 연구와 본 연
구의 감소수준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세균과 바이
러스의 화학적 및 물리적 구조차이로 인한 것이며, 다수의 미생
물 살균 연구에서 항바이러스보다 항세균 효과가 더 크다고 보
고하고 있다(Kim et al., 2017). 또한 같은 방사선 조사임에도 
감마선의 투과력이 크기 때문에 전자선의 살균효과가 상대적
으로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Jung et al., 2009). 전자
선에 의한 전복 중 murine norovirus-1의 저감화 연구에서는 바
이러스의 초기 titer (7.63 log PFU/mL)와 비교했을 때, 전자선
의 선량(1-10 kGy)이 높아짐에 따라 titer가 유의적으로 감소되
었으며 10 kGy 조사에서는 1.56 log reduction의 결과를 보였
다(Kim et al., 2017). 전자선 조사에 의한 murine norovirus-1 
(MNV-1)의 불활성화 연구(Predmore et al., 2015)에서도 전자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4.8-32.7 kGy) MNV-1가 유의적으로 감
소됨(7.2-ND log PFU/mL)을 확인하였으며, 4.8 및 32.7 kGy
에서 초기 titer에 비해 1.6 log PFU/mL 감소 및 불검출의 결과
를 보여 전자선 조사가 바이러스의 불활성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식품이 아닌 suspen-
sion (PBS) 상태로 진행되었으며, 따라서 본 연구결과와는 상
대적으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바이러스 연구들은 본 연구의 
10 kGy 조사 시(1.46 log reduction)보다 감소수준이 다소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대체 바이러스가 아닌 휴먼노
로바이러스를 사용하였으며 항바이러스력에 있어 휴먼노로바
이러스의 환경 내성 및 물리화학적 제어법에 대한 저항성이 대
체바이러스보다 높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굴 중 murine 
norovirus, feline calicivirus 등 대체 노로바이러스의 저감화 연
구는 다수 진행되고 있으나(Praveen et al., 2013; Park and Ha, 
2014; Park and Ha, 2019) 휴먼노로바이러스의 저감화 연구는 
매우 미비하며, 특히 전자선 조사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

다. 매년 생굴 섭취로 인한 노로바이러스의 식중독 감염이 보고
되고 있으며(MFDS, 2020),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휴먼노로
바이러스의 살균 및 저감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전자선 조사에 의한 신선굴의 pH 측정 및 관능평가 

전자선 조사에 의한 신선굴 중 pH 및 관능평가 결과를 Table 
2에 나타냈다. pH 결과는 전자선 무처리군이 6.2였으며 1, 3, 5, 
7 및 10 kGy에서 모두 6.1로 측정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전자선 조사에 의한 오징어 젓갈의 pH 측정에
서는 0-5 kGy의 조사에 의한 결과가 모두 5.76으로 유의적 차이
가 없었으며(P>0.05) (Kim et al., 2008), 전자선 조사된 전복의 
pH 결과에서도 전자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Kim et al., 2017). 일반적으로 생굴의 pH는 품질상태를 의
미하는 하나의 지표로써 사용된다. 굴 등의 패류는 glycogen 함
량이 높고, 총질소의 함량이 낮은 등 어류의 화학적 조성과는 차
이가 있다. 따라서 굴의 부패는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의 glyco-
gen에 기인하며 유기산의 축적으로 인하여 점차 pH의 감소로 
나타난다. 생굴의 pH는 6.2-5.9가 ‘good’, 5.8 및 5.7-5.5는 ‘off’ 
및 ‘musty’, 5.2 이하는 sour 또는 putrid로 규정하고 있다(Jay, 
1996). 따라서 본 연구의 전자선 처리한 신선굴의 pH 측정 결
과로 보아 품질에 문제가 없는 신선한 상태로 판단되며, 전자선 
조사는 신선굴의 pH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능평가의 경우 외관(appearance), 색깔(color), 향(odor) 및 
전반적인 선호도(overall acceptabilty)의 항목으로 평가되었
다(Table 2). 모든 관능평가 항목에서 전자선 무처리군의 점수
가 제일 높았으며(5.25-6.17), 10 kGy 조사에서 가장 낮았으나
(4.67-5.33),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또한, 10 
kGy 조사에서도 향을 제외한 외관, 색상 및 전반적 선호도 항
목에서 5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 7점 척도법의 기준으로 평가했
을 때 전반적으로 높은 기호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
선 조사한 굴의 향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4.67-5.08)
가 나타난 이유는 수산물인 굴 특유의 향미로 인한 개인의 기호
도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전자선 무처리군의 향 항
목에서도 다른 평가항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5.25의 결

Table 2. pH value and sensory evaluation of the oyster Crassostrea gigas treated by electron beam irradiation

Electron beam (kGy) pH value
Sensory evaluation

Appearance Color Odor Overall acceptability
0 6.2±0.0NS 6.17±0.72NS 6.25±0.45NS 5.25±0.87NS 6.17±0.58NS

1 6.1±0.1 6.00±0.74 6.00±0.41 5.08±0.67 6.08±0.29
5 6.1±0.0 5.42±0.67 5.67±0.20 4.92±0.67 5.83±0.39
7 6.1±0.3 5.33±0.78 5.25±0.87 4.83±0.58 5.83±0.39
10 6.1±0.1 5.25±0.72 5.17±0.79 4.67±0.49 5.33±0.49
The 0 kGy is untreated electron beam irradiation.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 NS, No significant dif-
ferences within the same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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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나온 부분에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종합적 고려 시, 신선굴 중 전자선 조사에 의한 휴먼
노로바이러스의 저감 효과가 검증 되었으며(> 1 log copy/μL), 
품질평가 중 전자선량에 의한 pH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
고, 관능평가에서는 모든 선량의 전반적 선호도 항목에서 5점 
이상의 점수로 평가되어 높은 선호도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신
선굴의 휴먼노로바이러스 저감화 방안으로써 이화학적 및 관능
적 변화 없는 비가열 전자선 조사의 가능성과, 이를 이용한 상
업적인 처리방법의 응용 및 개발을 위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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