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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과제명: 수출입 농산물 검역의 MeBr 대체 친환경 기술개발 및 적용

Ⅱ. 연구성과 목표 대비 실적

연구목표
○ 수출 농산물 품목별 이온화 에너지 (이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공정 개발
○ 수출 농산물 안전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 제어 융·복합 기술 개발
○ 신기술 적용 품목별 검역처리절차 개발
○ 수입 농산물 (오렌지)의 방사선 처리 관련 평가기준 마련

 

연구목표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실적을 달성하였다.

 (가) 수출 농산물 품목별(10개 품목) 이온화 에너지 및 친환경 훈증제 신규 처리공정 개발 완료

   - 처리공정에 대한 상용화 시설에서의 실증 완료 및 수출실증시험을 통한 품평회 실시

 (나) 신기술 적용 품목별 검역처리절차 개발완료 

   - 이온화에너지 및 친환경 소독처리 기준 마련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검역본부 고시 2015-36호,‘15. 12. 02) 및 표준처리절차서(SOP)

마련

 (다) 수출 농산물 안전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 제어 융·복합 기술 개발

   - 검역 및 저장성 병해충 동시검역 소독처리 매뉴얼 마련

   - 수출농산물 품목별(7개 품목) 방사선 병용처리(안) 제시

 (라) 수입 농산물 (오렌지)의 방사선 처리 관련 평가기준 마련

   -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법의 표준처리절차(안) (SOP) 마련하여 제시

Ⅲ.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전 세계 각국에서는, 수출입 식물로 부터 외래병해충이 전반되어 자국 내의 생태계가 파괴되

고, 농업생산에 뜻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식물검역이라는 법적방제를 

강구하고 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검역해충방제에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온화에너지(방사선)가 대체 검역기술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온

화에너지를 이용한 검역해충방제의 효시는 1995년 하와이산 과실류를 미국본토에 통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USD-APHIS는 방사선 조사 과실류에 대한 미국내 수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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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시하여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과일에 대응하고 있다. 점차 이

온화에너지 검역기술은 2004년 호주, 2006년 태국, 2007년 인도 등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동남

아 대부분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에서는 방사선 식물 검역 표준절차지침(SOP)을 마련

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까지 메틸브로마이드가 전면 사용금지 되므

로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에 대한 대체 선진 검역 SOP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본 과제를 통하여 이온화 에너지 검역 SOP를 2015년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Ⅳ.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연구내용
○ 주요 수출대상 농산물 9종 [과채류 (사과, 배, 감귤, 단감, 파프리카, 고구마), 화훼류 (장미, 국화, 

백합)] 및 수입과실 1종 (오렌지)의 품질에 미치는 방사선 (감마선, 전자선, X-선) 및 친환경 훈
증제 (Ethyl formate, EDN, PH3) 영향 평가

○ 수출 주요 품목에 대한 수입국 관리 병해충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기반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MeBr 대체 검역 시스템 개발 
○ 현장 맞춤형 처리공정 설계, 검역 SOP 개발 및 현장 실증 평가
○ 오존층 파괴물질 (MeBr) 대체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수출 농산물 품목 확대 연구

 (가) 연구의 대상 : 주요 수출대상 농산물 9종 및 검역·부패대상 병해충 18종

   - 이온화에너지 및 친환경 소독처리 기준 마련 

   - 사과, 배, 단감, 감귤, 고구마, 파프리카 등 과채류 6종 및 포도(2년차 추가)

   - 장미, 국화, 백합 등 화훼류 3종

   - 병해충 종류 :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큰 순서로 선별

ㆍ검역관련 해충 12종 (복숭아심식나방, 벚나무응애, 복숭아명나방, 왕담배 나방, 담배나방, 

기타 응애류 1종, 벗초파리, 감나무 애응애, 감꼭지나방, 꽃노랑총채벌레, 온실가루깍지벌

레, 목화진딧물)

ㆍ검역관련 병원균 2종 (Xanthomonas sp. Monilinia fructigena)

ㆍ저장성/부패 관련 병원균 4종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Penicillium 

italicum, Rhizopus sp.)

  

 (나) 연구의 범위

- 방사선 기술과 친환경 훈증제 기반 수출용 농산물의 검역관리 융·복합 기술 및 공정 개발

- 현장 맞춤형 신기술 적용 시스템 설계 및 검역 관리 SOP 개발

- 친환경 훈증제,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와 방사선 조사 병용처리 효과 검증 및 검

역관리 SOP 개발

- 품목별 수출국 대상 실증 시험 (Market Trial Test)

 (다) 연구의 방향 및 취지

   - 방사선 기술과 친환경 훈증제를 활용한 국가차원 검역관리 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선진

검·방역 위생화 처리 실용화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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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

 

(1) 수출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최적 공정개발

    -  수출 농산물 품목별(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파프리카, 화훼류 3종) 방사선 선종(감마

선, 전자선, X-선)에 따른 흡수선량 분포 및 선량률 측정하여 최적 상용화 공정 설정 

     ∙ 방사선 선종별, 포장박스별 선량 분포의 오차범위 평가에서 감마선 조사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흡수선량 분포가 측정되었고, 선종증 전자선 조사 시 투과력의 한계가 있어 

화훼류는 상용화공정이 완성되었으나 과실류 상용화 공정을 위하여 포장 높이 포장재 

개량이 요구됨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선종(감마선, 전자선, X-선)에 따른 흡수선량 분포 및 선량

율 측정하여 최적 상용화 시설에서의 공정 설정 완료 

    -  최적공정결과가 포함되어 소독기준처리 설정(검역본부 고시 2015-36호,‘15. 12. 02) 및 

표준절차지침(SOP)이 마련됨  

   (2) 수출 농산물의 수입국 현지실증평가 및 방사선 식물검역 해외실증연구를 위한 정보 수

집 및 전략 수립 

     -  수출국 대상 실증 시험이 유럽, 미주, 동남아;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7회에 걸쳐 진행 

되었으며 각 실증시험 별로 현지 소비자 및 전문가의 품평평가를 실시하여 자료를 구

축함 

     - 방사선 조사 수출농산물에 대해 우수한 품평평가 결과를 보였음

     - 병해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

     -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방사선 농산물에 대하여 거부감은 없었음

     - 각 시험별 물품의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증, 수출 검역증, 수입신고서 등 화훼류 수출 



- 4 -

통관 및 검역 절차 자료 수집 

     - 2012년 10월 한국(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1차 IAEA/RCA Workshop

on Best Practice for Phytosanitary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여 Manual draft 공동작성 시작하여 2013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2차 회의에서 공동 작성 및 감수를 거쳐 2013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3차 회

의에서 IAEA/RCA Training Course on Best Practice for the use of Irradiation as 

Phytosanitary treatment 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여 Best Practice Manual 최종안 도출 

∙ 최종안은 IAEA 간행물로 2015년 12월 출간 (IAEA　Technical report No. 481)

     - 전 세계 각국의 방사선 친환경 검역 소독처리 매뉴얼과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주요국의 친환경 소독처리 매뉴얼” 발간 

  

   (3) 모델 시스템을 통한 방사선 조사된 수입 오렌지의 독성학적 안전성과 영양 건전성 및 

확인시험법 개발

- 수입 오렌지가 방사선 조사되었다는 가정아래 수입산 오렌지의 방사선 조사 유무를 확

인한 후 비조사 시료를 사용하여 영양 건전성, 독성학적 안전성, 방사선 조사유무 확인 

시험법 개발 및 평가를 수행

- 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별체계 구축을 위하여, EN 및 식품공전에 등재된 

방법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수입농산물(오렌지) 방사선 처리 평가 기준(안) SOP

를 작성함.

     

   (4) 방사선과 병용처리에 의한 병해충 동시검역 기술개발 

     - 병용처리제인 NaDCC를 선발하여 수출농산물 7품목(배, 파프리카, 감귤, 고구마, 장미, 

국화, 백합) 방사선과 병용처리 평가를 한 결과 상당한 병해 제어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음.

     - 감마선과 NaDCC를 이용해 파프리카 수출시 문제가 되고 있는 잿빛곰팡이병과 담배나

방에 대해서 동시검역을 실시한 결과 감마선 400Gy와 NaDCC 30ppm 병용처리에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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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을 모두 제어하는 효과를 확인함. 

   (5) 방사선종별(감마선, X-선, 전자선) 검역 및 저장성 병원균 감수성 평가

     - 식물 병원성 저장성/부패 관련 병원균 곰팡이 6종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Penicillium italicum, Rhizopus sp.Botrytis sp. Monilinia fructigena)에 대한 방

사선종별 감수성을 평가하고 D10 value를 산출하였음.

   ㆍ검역관련 병원균 2종 (Xanthomonas sp. Monilinia fructigena)을 또한 감수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감귤괘양병 병균 (Xanthomonas sp.은 유사세균에 비해방사선에 대해 

감수성을 나타냈음 

     - 선종별(감마선, X-선, 전자선)에 대해 감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회귀식 기울기로 추

정되는 D10 value는 비슷한 결과를 확인함. 

  

   (6) 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Box별 실증연구 및 병해충에 대한 저장성 평가

     - 잿빛곰팡이병과 고구마 Rhizopus sp.에 대해서는 Box별 실증평가 결과 병용처리 및 단

독처리에 의해 병원균 억제가 확인되었으며,  병원균에 대한 저장성 평가결과 저장 기

간 동안 병원균 억제됨을 확인함.

     - 장미절화류에 문제시 되는 저장성병원균인 장미 Botrytis cinerea는 감마선 200Gy와 

NaDCC 70ppm 병용처리에서 병 제어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박스별 실증평가와 저장성 

평가 결과 병용처리에 의해 저장성 병원균 제어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국화 절화류에 문제시 되는 저장성병원균인 국화 Botrytis cinerea는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보다는 NaDCC 70 ppm 단독처리가 더욱 병제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배 저장성병원균인 Penicillium expansum에 대해서는 감마선 600Gy와 NaDCC 70ppm 병

용처리에서 푸른곰팡이병 제어 효과를 확인함.

     - 감귤 궤양병 감염과실에서 방사선에 의한 멸균 조건확립 

     - 사과 탄저병과 푸름곰팡이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감마선 0.4kGy와 EDN 4g을 병용처리

한 처리구에서 72.8%, 83.4%의 방제가를 각각 나타냄, 

   (7)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에 따른 검역 공정 개발

     - 농산물 수출시 문제가 되는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 제어를 위해 정립한 최적선량 및 

NaDCC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저장성 관련 병원균 제어는 물론 저장성 또한 증가됨을 

확인함. 일본 화훼류 수출 Market trial 대량 검역 공정 실증평가에 도입 

   (8) 검역관련 해충 12종의 태별 방사선 유효선량 설정 BD구축

     - 방사선 선종에 따른 복숭아심식나방, 벚나무응애,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점박이응애, 

벗초파리, 감꼭지나방, 감나무애응애, 목화진딧물, 온실가루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꽃

노랑총채벌레의 태별 유효선량 설정함. 

     - 세부적 DB 내용은 각 세부협동과제별 보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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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MeBr 대체 훈증제의 주요 수출 작물에 대한 중대규모 실증시험 및 이온화에너지와 훈

증제의 체계처리 중규모 실증연구

     - 수출 농산물 4종(사과, 파프리카, 절화백합, 포도)에 대한 중 대규모 실증시험 및 소독처리기준 

제안

       ·사과 검역해충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행 및 소독

처리기준 제안: PH3 2g/m3 for 5days

       ·파프리카 검역해충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

행 및 소독처리기준 제안: EF 16.7g/m3 for 2hrs

       ·절화백합 검역해충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행 및 

소독처리기준 제안: PH3 2g/m3 for 24hrs

       ·포도 검역해충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행 

및 소독처리기준 제안: EF 70g/m3 for 4hrs

       ·고구마 저장병에 대한 EDN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행

           : EDN 20g/m3 for 2hrs

     - 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 가능 수출농산물에 대한 중규모 실증시험 및 제안

       ·사과 저장병에 대한 IRR+EDN 훈증제의 병행처리 기술 개발 및 중규모 실증시험 완

료: EDN 4g/m3 for 1hr + IRR 200Gy

       ·파프리카 저장병에 대한 IRR+EDN 훈증제의 병행처리 기술 개발 및 중규모 실증시험 

완료: EDN 4g/m3 for 1hr + IRR 200Gy

       ·절화류 검역해충에 대한 IRR+PH3 훈증제의 병행처리 기술 개발 및 중규모 실증시험 

완료: PH3 2g/m3 for 6hr + IRR 200Gy

   (10) 방사선 처리 후 수출 농산물의 임계 품질평가

     - 사과, 배의 감마선 및 X-선 처리시 공통적으로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에틸렌 발생량은 

감소하고 호흡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조직감을 나타내는 경도에서 상온저장 후

기에 방사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당도와 산함량은 처리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관능평가에서 상온 및 저온저장 후기에 400Gy 이상의 처리구에서 

맛에 의한 품질차이가 나타남. 

     - 두 방사선 종류의 비교에서는 X-선 조사가 같은 목표선량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비해 과

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작목에서는 사과가 배보다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

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을 나타냄. 

     - 포도의 감마선 처리 시 미생물 제어 효과가 확인되어 유통 중기까지 무처리에 비해 

400Gy 감마선 처리구의 신선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그러나 600Gy 이상의 감마선 처리

구는 과육 경도가 유통 중기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 400Gy의 경우 상온저장 5일 및 저

온저장 5주가 경과하면 서서히 무처리구와의 품질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장미의 6품종 모두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흡수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었고 목표선량이 높을수록 흡수량은 낮았으며 실제 절화수명이 위조현상으로 인해 단축

됨. 관상에 있어 품종고유의 특성을 저해하는 장해의 발생여부와 절화수명을 기준으로 

하여 각 품종별 한계 목표선량을 설정하였음. X-선 처리 시 감마선과 유사한 경향을 보

였으나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는 감마선에 비해 다소 심한 경향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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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화의 경우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품종인 백마와 백선은 감마선 처리 후 저항성이 

크게 차이가 났으며, 백마는 100Gy 부터 내부 설상화가 갈변되며 고사되는 정해가 나타

났고, 백선은 400Gy 까지도 개화지연 외에는 특별한 장해가 발견되지 않아 감마선에 저

항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과와 배의 경우, 본 실험에서는 같은 흡수선량에서 

X-선 조사가 감마선 조사에 비해 과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향이었고, 작목

별로는 사과가 배보다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을 보여 저

항성이 높은 품목으로 판단됨. 

     -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질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표는 각 품목 및 품종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화훼의 경우 품목별로 또는 한 품목 안에서도 품종별로 장해의 종류

가 다양하고 저항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화훼는 각 품종에 대해 직접 조사하여 분

석해보지 않고는 이온화에너지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는 품종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작물의 종, 형태적 특성, 색깔 등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문헌에서도 다양한 화훼를 이용하여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저항성이 예측할 수 없게 품목별로 다양하고 한 품목에 대해서 감마선과 전자선이 다

른 저항성을 나타낸다고 하여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 각 품목의 품질을 고려한 이온화에너지별 한계 흡수선량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님. 본 연구의 목적은 검역의 대체기술로 이온화에너지 처리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농산물의 품질영향에 대해 평가

하고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그 한계선량을 설정하는 것에 있음. 농산물은 특성상 재배

환경에 따라 품질의 변이가 크고, 수출과정 중 환경에 대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러

한 변수를 고려하여 예상 소요기간의 2~3배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이에, 실제 

수출 과정 중 해상운송기간(2~5주, 저온), 검역, 현지유통(1주, 저온 또는 상온) 및 판매

기간(1주, 상온)과 변수를 고려하여 상온(18~20℃)에서 3주, 저온(0℃)에서 12주를 기준

으로 하였고, 그 기간까지 상품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량을 한계 흡수선량으로 최종 결

정하였음. 따라서 이 기준은 수출국과 현지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

러나 선량 결정 시 다양한 변이에 대해 주의하고 소비되는 농산물의 내적 품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Ⅵ. 연구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

1. 연구성과

본 과제의 연구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출 농산물 품목별(10개 품목) 이온화 에너지 및 친환경 훈증제 신규 처리공정 개발 완료

     처리공정에 대한 상용화 시설에서의 실증 완료 및 수출실증 품평회 실시

 (나) 신기술 적용 품목별 검역처리절차 개발완료 

     이온화에너지 및 친환경 소독처리 기준 마련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검역본부 고시 2015-36호,‘15. 12. 2.)및 표준처리절차서(S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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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

 (다) 수출 농산물 안전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 제어 융·복합 기술 개발

     검역 및 저장성 병해충 동시검역 소독처리를 위한 수출농산물 품목별(7개 품목) 방사선 

병용처리(안) 마련하여 제시

 (라) 수입 농산물 (오렌지)의 방사선 처리 관련 평가기준 마련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법의 표준처리절차(안) (SOP) 마련하여 제시

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별체계 구축을 위하여, EN 및 식품공전에 등재된 방

법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수입농산물(오렌지) 방사선 처리 평가 기준(안) SOP를 

작성하였음

2. 활용계획

(가) 향후 추가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품목들이 늘어나면 신수출 농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

성 향상 및 탄력적인 협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본 과제의 성과로 플렛폼 기술이 마련되고 제도화 및 수출실증도 가능하므로 향후  본 

성과를 적극 도입하여 신 수출 품목을 확대시켜 나갈 수출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예상됨

(나) 추후 수입되는 목재, 면화등 유기원자재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메틸브로마이드 out계획에 

따른 대응 기술 개발시 본 성과기술울 적극 활용할 계획임 



- 9 -

SUMMARY

Ⅰ. Title

Project Title: Development of alternative eco-friendly in Methyl bromide for phytosanitary 

measure

Ⅱ. Actual research performance 

Goal
○ Development of ionizing energy (irradiation) and eco-friendly fumigants process in 

exporting agricultural products
○ Development of safety quarantine and controlling of postharvest-related pests techniques
○ Development of phytosanitary procedures with new technology in agricultural products
○ Preparation of standard of procedure (SOP) of irradiation in importing product (orange)

 

The results were achieved as follows.

 (A) Completion of irradiation and eco-friendly fumigants process in exporting agricultural export. 

   - Completion of empirical studies about irradiation process in commercial facilities and 

exhibitions through export demonstration test 

 (B) Development of phytosanitary process on items by new technology

   - Preparation of ionizing energy and eco-friendly disinfestation standard

   - Preparation of legislations of import/export plant quarantine disinfestation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C) Development of safety quarantine and controlling of postharvest-related pests techniques

   - Preparation of a simultaneous disinfestation manual for quarnatine and postharvest pests

   - Provide a combined irradiation methods for exporting products (7 items)

 (D) Preparation of standard of procedure (SOP) of irradiation in importing product (orange)

   - Provide SOP for detection of irradiated products

Ⅲ. Objectives and necessity

Plant quarantine, another termed legal control, is to contribute the safety and promo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ry production and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by prescribing the 

necessary pertaining to the quarantine of import and export plants, and domestic plants and 

to control pest and diseases inflicting harms on plants. Methyl bromide as a fumigan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tool for the control of some pests and diseases, particularly 

quarantine pests of plants and plant-derived materials. Especially, methyl bromide is critical 

for preventing spread of plant pests that could have huge economic and/or environm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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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quences. Methyl bromide is also a potent ozone-depleting gas. As a result of these 

disadvantage, ionzing radiation is rising an alternative eco-friendly method. Ionizing radiation 

for phytosanitary purpose uses predominantly in developing countries. In early 1995, the 

Hawaii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 granted a special permit from USDA-APHIS allowing 

untreated Hawaiian fruits to be irradiated on the US mainland. In Arpil 1995, the first 

shipment of Hawaiian fruit was irradiated at a minimum quarantine dose of 0.25 kGy in an 

Isomedix plant near Chicago. Hawaii has become the first place in the world to use 

irradiation as a quarantine treatment of fruits. Since that, USDA-APHIS requested irradiation 

method for most import fruits to several countries including Mexico. Irradiation for 

phytosanitary purpose gradually increasing the use in different countries such as Australia, 

Tailand, and India. Now several countries such as India, Pakistan, and South Africa, prepared 

their own irradiation SOP for phytosanitary. It is urgent that the SOP is required in Korea 

because Methyl bromide is completely banned until 2018 worldwide. Therefore, we are trying 

to set up a irradiation quarantine SOP through current project until 2015. 

Ⅳ. Contents and scopes

Contents
○ Evaluation of quality after irradiation (gamma ray, e-beam, and X-ray) and eco-friendly fumigants 

(Ethyl formate, EDN, and PH3) on Major 9 exporting itmes [fruit/fresh produce (apple, pear, 
mandarin, persimmon, paprika, sweet potato), cut flowers (rose, chrysanthemum, lily)] and 1 
importing item (orange)

○ Evaluation of sensitivity to irradiation and eco-friendly fumigants on major quarantine pests 
○ Development of a substitute method to MeBr using combined treatment of irradiation 

with eco-friendly fumigants 
○ Design on-site oriented treatment process and development of irradiation quarantine 

SOP, and evaluation of on-site empirical approach
○ Study of increasing exporting items using eco-friendly technology 

 (A) Materials : 9 major exporting items and 18 quarantine or postharvest pests   

   - Preparation of legislations of import/export plant quarantine disinfestation and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SOP) 

   - 6 Fruits/fresh produces including apple, pear, persimmon, mandarin, sweet potato, 

paprika and grape (added 2nd years of project)

   - 3 cut flowers (rose, chrysanthemum, and lily) 

   - Pests : determined pests depends on their occurrence frequency and severity of damage 

ㆍ12 quarantine pests (Carposina sasakil, Amphitetranychus viennensis, Conogethes 

punctiferalis, Heliothis armigera, Helicovergo assulta, mite, Drosophila suzuki, Tenuipalpus 

zhizhilashviliae, Stathmopoda masinissa, Frankliniella occidentalis, Planococcus kraunhiae, 

Aphis gossypii)

ㆍ2 quarantine pathogens (Xanthomonas sp. and Monilinia fructig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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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4 postharvest pathogens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Penicillium italicum, Rhizopus sp.)

  

 (B) Scopes

-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method to MeBr using combined treatment of irradiation 

with eco-friendly fumigants 

- Design on-site oriented treatment process and development of irradiation quarantine SOP

- Evaluation of effectiveness to irradiation and eco-friendly fumigants on major quarantine 

pests and development of SOP

- Market trial test on different exporting countries and items

 (C) Purpose

   - Development of advanced phytosanitry/disinfestation technology to build powerful 

national quarantine system by irradiation and eco-friendly fumigants

Ⅴ. Results

 

(1) Development of optimal process of irradiation and eco-friendly fumigant for export 

commodities 

    - Set up optimal conditions for major 9 exporting commodities using different types of 

irradiation (gamma-ray, e-beam, and X-ray)

     ∙ A dosimetry system was used in the range of proper absorbed dose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 of the irradiation project in different types of radiations and packing box. Among 

them, X-ray is used for commercial facility in cut flowers, but not for fruits because of 

packing. Thus, it is urgently required to improve the packing material.  

    -  Completion of irradiation process based on absorbed dose and dose rate on exporting 

commodities with irradiation (gamma-ray, e-beam and X-ray) in optimal commercial 

facilities.

    -  Preparation of legislations for irradiation disinfestation/phytosanitary and SOP (Korea’s 

plant Protection Act 2015-36, 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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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Collection of data and set up strategy for domestic and abroad market trial

     -  Market trial test was carried out 7 times in 6 countries and evaluated on-site quality 

on irradiated commodities.

     - Market trial test showed that irradiated commodities had a good evaluation. 

     - Not found any pests

     - No antipathy on irradiated commodities except Russia

     - Collected documents that required for exporting commodities such as Invoice, packing 

list, exporting certificate, and exporting quarantine certificate etc.

     - The KAERI had 1st IAEA/RCA workshop on Best Practice for Phytosaniatry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for preparing Manual draft in 2012. And 2nd meeting was held in 

Malaysia for the manual draft in 2013. Finally, the last meeting made Best Practice 

Manual in Philippines titled IAEA/RCA Tranning Course on Best Practice for the use 

of Irradiation as Phytosanitary treatment in 2013. 

     -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gy (QIA), the 8th collaborating institute, have 

translated the Best Practice Manual and published eco-friendly disinfestation manual 

through this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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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Preparation of toxicological and nutrient safety in irradiated imported orange 

- Development of detection method for irradiated orange and evaluation of toxicological 

and nutrient safety from the irradiated oranges in the assumption of orange imports.

- Prepared SOP for imported irradiated orange based on Korea food code method.

     

   (4) Development of simultaneous quarantine method using irradiation with combined 

treatments

     - Confirmed that irradiation with combined treatment, NaDCC, controlled pathogens on 7 

major exporting commodities.

     - Confirmed that 400 Gy of gamm irradiatio with 30 ppm of NaDCC simultaneously 

controlled Botrytis cinerea and Helicoverpa assulta in paprika.

   (5) Evaluation of sensitivity on quarantine and postharvest pathogens by different types of 

radiations (gamma-ray, X-ray, and E-beam)

     - Evaluated sensitivity of 6 postharvest fungal pathogens such as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Penicillium italicum, Rhizopus sp., Botrytis sp. Monilinia 

fructigena to different radiations and obtained D10 values from the pathogens. 

   ㆍEvaluated sensitivity of 2 quarantine pathogens such as Xanthomonas sp. Monilinia 

fructigena and Xanthomonas sp.  

     - There is no significnat difference (D10 value) in the sensitivity of pathogens by irradiations.

  

   (6) Empirical study of packing box using combined treatment and evaluation of postharvest 

to pests 

     - Single treatment of NaDCC showed decreased disease severity compared to the 

combined treatment in Botrytis cinerea from chrysanthemum and Rhizopus sp. from 

sweet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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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nly the combined treatment with 0.2 kGy of gamma irradiation and 70 ppm of 

NaDCC exhibited significant synergistic antifungal activity against blue mold decay in 

both varieties. Empirical study and evaluation for postharvest both show combined 

treatment has antifungal activity to blue mold decay. 

     - 50, 70, and 100 ppm of NaDCC, without gamma irradiation, effectively controlled the 

Botrytis cinerea development on chrysanthemum. 

     - Only a combined treatment with 0.2 kGy of gamma irradiation and 70 ppm of NaDCC 

exhibited significant synergistic antifungal activity on pears.

     - Optimized conditions for controlling citrus canker by irradiation 

     - A combined treatment with 0.4 kGy of gamma irradiation and 4 g of EDN controlled 

apple Glomerella cingulata and apple blue mold.

   (7) Development of quarantine process using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

     - Confirmed that optimal irradiation dose and NaDCC treatment controlled 

quarantine/postharvest pathogens that are issued for exporting commodities. With 

optimal conditions, market trial test was conducted on cut flowers for exporting to 

Japan.  

   (8) Development of DB of valid dose in 12 quarantine pests 

     - Set up valid dose for Carposina sasakil, Amphitetranychus viennensis, Conogethes 

punctiferalis, Heliothis armigera, Helicovergo assulta, mite, Drosophila suzuki, 

Tenuipalpus zhizhilashviliae, Stathmopoda masinissa, Frankliniella occidentalis, 

Planococcus kraunhiae, Aphis gossypii. 

   (9) Empirical study of eco-friendly fumigants as a alternative of MeBr on major exporting 

commodities 

     - A large-scale empirical study and suggestion of SOP for 4 exporting commodities 

(apple, paprika, lily, and grape)

       ·A large-scale empirical study of phosphine on quarantine pests on apple: PH3 2g/m3 

for 5 days 

       ·A large-scale empirical study of ethyl formate on quarantine pests on paprika: EF 

16.7 g/m3 for 2hrs

       ·A large-scale empirical study of phosphine on quarantine pests on lily: PH3 2g/m3 

for 24 hrs

       ·A large-scale empirical study of ethyl formate on quarantine pests on grape: EF 70 

g/m3 for 4 hrs

       ·A large-scale empirical study of EDN on postharvest pathogen on sweet pota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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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N 20 g/m3 for 2 hrs

     - A medium-scale empirical study and suggestion for exporting commodities

       ·A medium-scale empirical study of combined irradiation with EDN on postharvest 

pathogen on apple: EDN 4g/m3 for 1hr and 200 Gy of gamma irradiation

       ·A medium-scale empirical study of combined irradiation with EDN on postharvest 

pathogen on paprika: EDN 4g/m3 for 1hr and 200 Gy of gamma irradiation

       ·A medium-scale empirical study of combined irradiation with EDN on quarantine 

pests on cut flowers: PH3 2g/m
3 for 6hr and 200 Gy of gamma irradiation

   (10) Evaluation of quality on exporting commodities after irradiation

     - The irradiated apple and pear decreased ethylene; increased the rate of respiration; 

decreased hardness in increasing dose compared to non-irradiated fruits. There is a no 

big difference on sweetness and content of acid in irradiated fruits. However, over 

dose of 400 Gy changes their taste in room temperature and low temperature. 

     - X-ray do not affect too much quality of fruits compared to gamma irradiation. 

     - The optimal dose of gamma irradiation is 400 Gy for apple and pear whereas in case 

of optimal doses of X-ray are 600 Gy for apple and 400 Gy for pear.   

     - All 6 irradiated-cultivars of cut rose showed decreased water consumption compared to 

control and rate of absorbed dose was decreased in the increasing of target dose.  

   

Ⅵ. Results and plan

1. Results

The results were achieved as follows.

(A) Completion of irradiation and eco-friendly fumigants process in exporting commodities (10 items). 

     Completion of empirical studies about irradiation process in commercial facilities and     

     exhibitions through export demonstration test 

 (B) Development of phytosanitary process on items by new technology

     Preparation of ionizing energy and eco-friendly disinfestation standard

     Preparation of legislations for irradiation disinfestation/phytosanitary and SOP (Korea’s

     Plant Protection Act 2015-36, revised in 12/02/15)

 (C) Development of quarantine process using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

     Provide of SOP of combined treatment on quarantine/postharvest pathogens for 9 

exporting commodities 

 (D) Preparation of standard for evaluation of irradiated imported orange

     Provide SOP for detection of irradiated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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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ed SOP for imported irradiated orange based on Korea food code method.

2. Plan for application

(A) More items should be increased by following projects.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frontation to new items for export.  

 - It is expected that the irradiation process obtained from current project for exporting 

commodities will help increase exports.

(B) This technology will be used for an alternative approach on importing wood, cotton, 

organic materials, and  agricultural commod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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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및 성과목표

제 1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전 세계 각국에서는, 수출입 식물로 부터 외래병해충이 전반되어 자국 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업생산에 뜻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식물검역이라는 법적

방제를 강구하고 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검역해충방제에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온화에너지(방사선)가 대체 검역기술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

되고 있다. 이온화에너지를 이용한 검역해충방제의 효시는 1995년 하와이산 과실류를 미국

본토에 통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USD-APHIS는 방사선 조사 과실류에 대

한 미국내 수입규정을 공시하여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과일에 

대응하고 있다. 점차 이온화에너지 검역기술은 2004년 호주, 2006년 태국, 2007년 인도 등으

로 확대되었고 현재 동남아 대부분 국가와 인도, 파키스탄, 남아공에서는 방사선 식물 검역 

표준절차지침(SOP)을 마련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까지 메틸브로

마이드가 전면 사용금지 되므로 우리나라 수출농산물에 대한 대체 선진 검역 SOP마련이 시

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본 과제를 통하여 이온화에너지 검역 SOP를 2015년까

지 마련하게 되었다. 1987년 몬트리올 의정서 채택, 1989년 의정서 발효, 그리고 1992년 코

페하겐 의정서가 채택되면서 오존층 파괴가 심각한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 MB)를 

규제물질에 추가하였다. 1997년 몬트리올 의정서가 개정 및 조정되면서 선진국은 2005년부

터, 개발도상국은 2015년부터 MB를 전폐시키기로 했다. 또한 국제식물보호협약은 2008년 4

월 식물검역용 MB도 대체 및 감축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여 각국에서는 MB 감축계획안을 

수립하고, 식물검역 목적의 새로운 약제 및 소독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2018년까지 메틸브로마이드를 검역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온화 에너지 

종류에는 Co-60, Cs-137, X-rays, electron beam 등이 있으며 MB에 대안으로 이온화에너지

를 이용한 소독기술에 대한 제도화가 절실하다.  

 방사선 식물검역은 대부분 해충방제 위주로 적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잿빛곰팡이병, 푸

른곰팡이병, 감귤궤양병 등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등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친환경 및 높은 투과력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다양한 식물병원균 제어 및 품질 보존 기술을 이용하고 한다. 특히 방사선과 친환경 병용처

리제를 사용하여 방사선 처리 투입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여러 병해충을 동시에 제

어 할 수 있는 장점을 있다. 아울러 환경친화에 부합하는 MB 대체 친환경 훈증제 개발 및 

훈증제+이온화에너지 병행처리 기법 개발을 통해 환경 친화적인 검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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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화에너지는 식품에 조사 시 미생물에 대해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내면서 식품의 물

리·화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식품 살균방법으로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과실, 채소 등과 같은 신선 농산물은 살아있는 세포들로 구성된 유기체이며 수확후

에도 생명활동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해충 방제를 위한 이온화에너지 기술의 적용은 

좀 더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이온화에너지 처리에 의한 품질변화 양상은 품목, 품종, 성

숙정도, 저장온도 등에 의해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검역을 위한 이온화에너지 처리기

술의 적용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주요 수출품목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질변화의 

요인 분석과 한계선량의 설정이 필요하다. 

 2. 경제·산업적 측면 

 검역과 품질 관리에서 발생되는 손실·폐기 물량의 감소와 제품 신용도 상승으로 인한 국

내산 화훼류의 수출 증대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화훼류 수출 시장은 2000년 이후로 꾸준히 

성장하여 연간 US 1억달러(약 1,000억원) 규모로 그 시장이 계속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검

역 불완전으로 확장이 정체기이나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검역 통관 기술 적용으로 보다 원

활하고 많은 양의 농산물 수출이 예상된다. 신선 과실류 수출 규모는 US 4억달러/년 (4,000

억원/년) 규모로, 새로운 본 검역관리 기술 도입시 현재 활발히 이온화에너지 검역을 진행하

고 있는 미주, 동남아 수출 증대로 시장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오존층 파괴 MeBr 

대체 물질의 경우, 대부분의 수출농산물의 품질유지를 위한 저온에서 처리가 불가하여 훈증

이 가능한 온도로 상승 후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 시 과채류 (바나나, 오렌지 등) 및 절화나 

묘목류 (절화, 장미 등)에 심한 약해가 발생되며 수출 전 사전 훈증처리 방식보다는 수입국

에서의 능동적 검역에 의존하게 된다.

세계 56개 국가에서 250여 식품품목에 한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고 있으며, WHO, FDA, 

WTO, UNEP, HHS 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USDA, FDA, ADA 등 보건당국에서는 방사선 조사

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수출·입 시 검역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절감으로 시

장 급성장 중에 있으므로 수출농산물 시장이 확대되리라고 예상한다.

      (참고) BizAcumen, Food Irradiation Trends, Global Market Opportunities, BMR-3009, 
USA, BizAcumen, Inc. p.3-4. (2009)

 오존층 파괴 검역소독 훈증제인 MeBr를 방사선으로 대체함으로써 훈증제로부터 야기되는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으며, 훈증제 사용시 야기되는 인체노출에 의한 피해도 줄일 수 있

다. 또한 수출되는 신선 과실류에서 발생되는 병해충 발생, 잔류농약 및 저장성문제 등 수

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음. 이에 방사선을 이용한 검역시스템에 

도입시킴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수출 증대가 예상됨. 

최근 화훼류 수출시 병해충 발견이 증가하고 있다. 발견에 의한 피해는 소량 수출의 경우 

폐기, 대량유통의 경우 훈증 후 유통 또는 폐기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국화에서 대량 

훈증 후 유통 시 가격이 50% 하락하게 유통되며 이는 수출에 있어 큰 경제적 손실을 유발

한다. 따라서 수출 화훼에서 병해충을 제거 또는 억제할 수 있는 소독기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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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목표 및 수행내용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가. 연구사업 최종목표

○ 주요 수출용 농산물의 선진 병·해충 사멸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 연구를 통한 해외 시장 

확대방안 마련 및 수입 농산물 관리기준(안) 제시

- 주요 수출 농산물 9종[과채류 6종 (사과, 배, 감귤, 단감, 파프리카, 고구마), 화훼류 3종

(장미, 국화, 백합)]과 수입과실 1종(오렌지) 대상 검역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2차년도 포도 추가(대체)

- 이온화에너지 (방사선 조사), 친환경 훈증제 처리 등을 활용한 주요 수출 농산물 9종에 

대한 융·복합 검역 SOP 및 제도 개발

- 대표 수입 농산물인 오렌지에 방사선 처리 시 독성학적/영양 건전성 시험을 통한 안

전성 평가 및 조사 처리 농산물의 확인법 개발

나. 연구사업 추진체계

다. 연구사업 주요내용

- 오존층 파괴물질인 MeBr 대체 친환경 훈증제 (EF, EDN, PH3)와 방사선 조사기술 이용 

병·해충 사멸기술 개발 및 적용 품목 확대 연구

- 주요 수출대상 농산물 과채류(사과, 배, 감귤, 단감, 파프리카, 고구마 등), 화훼류 (장미,

국화, 백합) 및 수입과실류 (오렌지) 품질 영향 평가 및 공정 확립

- 수출 주요품목에 대한 수입국 관리 병·해충별 방사선 감수성 평가 및 융·복합 검역 기

술개발을 통한 MeBr 대체 검역 시스템 개발

- 현장 맞춤형 처리공정 설계, 검역 SOP 개발 및 현장 실증 평가

라. 세부 연구목표 및 연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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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6개의 세부 연구목표를 편성

- 병해충 제어용 환경 친화형 융·복합 기술개발

- 친환경 훈증제의 실용화 연구

- 방사선과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수출 농산물의 품질영향 평가 

- 검역 병해충의 감수성 DB 구축 

- 현지 실증 연구를 통한 통관 및 검역처리 절차

- 방사선 조사된 수입 농산물의 관리기술 개발로 구성

○ 연구범위

- 검역 및 농산물 저장관련 병원균을 제어하기 위한 저비용, 고효율의 융·복합  기술개발

- 주요 수출 농산물의 최적 방사선 선량을 설정하고 모의 수출 실증 영향평가를 수행하

여 품목별 방사선 조사 한계선량 및 친환경 훈증제 한계농도 도출을 위한 품질영향 

평가

- 품목별 검역관련 해충의 제어 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해충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 우리나라 주요 수출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와 친환경 훈증제 검역 처리절차 개발 및 통

관절차 확립을 위한 현지 실증 연구와 품목별 SOP 개발

 2. 과제별 (세부․협동)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가. 과제별 목표 및 내용

(1) 세부과제-1 : 한국원자력연구원 (박해준)

□ 과 제 명 : 수출입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와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 개발 및 수출 실증 

연구

□ 연구목표 : 방사선 조사기술 및 친환경 훈증제를 이용한 수출 농산물의 안전한 교역 및 수입 

농산물 관리체계 (안)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검역관리 기술개발

□ 연구내용

○ 수출 농산물 9종 품목별 최적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개발

- 품목별 최적 Dosimetry algorithm 설계

- 품목별 방사선 선원(감마선, 전자선, X-선)에 따른 맞춤형 조사 공정 개발

- 품목별 친환경 훈증제 처리 및 방사선 병용처리 공정개발

- 품목별 친환경 훈증제 및 방사선 처리 매뉴얼 제작

○ 주요 수입국 (미국, EU, 호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대만 등) 대상 현지 실증 연구

- 주요 수입국의 방사선 조사 농산물 (과채류 6종, 화훼류 3종)의 통관체계 조사 

- 주요 수출 농산물의 현지 실증 연구를 통한 시장동향 분석

-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검역처리 경제성 분석

○ 융·복합기술 적용 검역공정 최적화

- 방사선 병용처리 기술개발에 따른 공정 최적화

- 현장 실증 평가를 통한 문제점 도출, 개선 및 대량 검역공정 설정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검역 매뉴얼 및 지침서 (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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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에 따른 수입 오렌지의 독성학적 안전성 및 영양 건전성 평가와 수입 농산

물의 관리제도 마련을 위한 확인시험법 확립

(2) 세부과제-2 : 한국원자력연구원 (정래동)

□ 과 제 명 :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 제어용 환경친화형 융·복합 기술개발

□ 연구목표 : 방사선 융·복합 기술에 의한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의 효과적인  제어기술 개

발 및 실용화 연구

□ 연구내용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원균 감수성 평가

- Monilinia sp., Botrytis sp., Penicillium sp., Rhizopus sp. 등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원균 감수성 평

가

- 선원 및 선량에 따른 병원균별 포자형성, 포자발아, 균사생장 제어효과 조사

- 조사선량에 따른 살균력 평가 및 최적 제어선량 도출

○ 방사선 병용처리 후보물질 선발 및 병용처리에 의한 병원균 감수성 평가

- 환경 친화적인 살균물질 (에탄올, 차염소산나트륨, 나노은 등), 식물 생리학적 저항성 향

상 물질 (칼슘, 식물호르몬 등), EDN을 병용 처리후보제로 선발

- 병용물질 처리 후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병원균별 포자형성, 포자발아, 균사생장 제

어효과 조사

- 방사선 선종별 (전자선, 감마선, X-선) 병원균 제어효과 검정 및 현장 시험

○ 방사선 병용처리에 의한 병해충 동시 검역 융·복합 기술개발

- 최적 방사선 병용처리 약제 선정 및 실효성 검정

- 담배나방에 대한 병용처리 감수성 평가

- 친환경 훈증제와 방사선 병용처리 효과검증

- 병용처리물질 적용 검역처리 대량 (Scale-up) 공정 최적화

(3) 협동과제-1 : 동부팜한농(주) (이병호)

□ 과 제 명 : 친환경 훈증제 적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 연구목표 : 수출용 농산물에 대한 친환경 훈증제 3종 (EF, EDN, PH3)의 최적 처리 농도 설정 

및 수출 영향평가를 통한 실증 연구

□ 연구내용

○ 수출 농산물 품목별 친환경 훈증제의 한계농도 검토

- 과채류별 (사과, 배, 단감, 파프리카 등) 및 화훼류별 (장미, 국화, 백합) 적용 가능한 

친환경 훈증제의 한계농도 설정

○ 수출 농산물 품목별 친환경 훈증제 처리 후 임계 품질영향 평가

- 과실류 및 화훼류의 친환경 훈증제의 품질영향 평가 기준 검토

․각 품목별 친환경 훈증제 처리 후 품질특성 변화 (당도, 산도, 조직감, 색택, 신선도, 이상/장애

증상 등) 모니터링

○ 수출 농산물 품목 관련 검역 병해충의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 수출 농산물 품목별 관련 검역 해충의 발육 단계별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친환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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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제 감수성, 생육 억제 및 생식장애 정도 분석

○ 수출 대상국별 훈증제 처리 농산물의 현지 실증 평가를 위한 대량 처리

(4) 협동과제-2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지현)

□ 과 제 명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된 수출 농산물의 품질영향 평가

□ 연구목표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된 수출 농산물의 수송 및 유통과정 중 품질 변화 측정 

및 최적 조건 설정

□ 연구내용

○ 수출 농산물의 저장시기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후 임계 품질평가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후 농산물 품질평가 

○ 모의 수출영향 평가를 통한 수입국별 방사선과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산물의 모니터링 시

스템 개발

- 방사선 조사 또는 친환경 훈증제 처리된 과실류 및 화훼류의 수입국 수출통관까지 품질

변화 모니터링

ㆍ방사선 처리 및 방사선 병용처리 비교 모니터링

○ 수출 대상국별 현지 실증 평가를 위한 수확 후 농산물 품질 변화분석

○ 검역병해충 감염 실태파악을 위한 농산물 생산단지 재배실태 및 감염원 제거에 

대한 애로요인 조사

(5) 협동과제-3 : 제주대학교 (전용철)

□ 과 제 명 : 감귤 검역 병원균의 제어기술 개발 및 품질영향 평가

□ 연구목표 : 방사선의 감귤 궤양병 제어 효과 검증, 조사기술 개발 및 모의 수출 영향 평가

□ 연구내용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감귤 궤양병균의 감수성 평가 및 최적 처리기술 개발

- 감귤 궤양병균 성장을 억제하는 방사선 선종별 조사선량 검토

- 조사선량에 따른 살균력 평가 및 최적 제어선량 도출

- 성숙기 과실의 방사선 조사에 따른 과실 품질평가 및 개선점 도출

○ 감귤 궤양병에 감염된 과실 대상 제어조건 확립 및 공정 최적화

- 궤양병 감염 과실대상 표면 궤양병균 제어 방사선량 도출

- 수출 감귤을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에 의한 감귤 궤양병균 제어 공정개발

○ 감굴 궤양병 제어 기술 실증 평가

- 제주도 내 수출 감귤의 성숙기 및 저장 중 방사선 조사에 의한 궤양병 제어  및 품질

영향 평가

(6) 협동과제-4 : 경북대학교 (이경열)

□ 과 제 명 : 사과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연구목표 : 방사선 조사에 따른 사과관련 검역해충의 감수성 DB 구축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의한 살충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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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내용

○ 수출 사과의 주요 검역대상 해충 2종에 대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및 

DB 구축

-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 벚나무응애 (Amphitetranychus vinnensis) 태별 예비 조

사선량 결정 : 알, 유충, 번데기 및 성충에 대한 조사 및 이를 통한 예비 선량 확인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농도 검토

- 예비실험을 기초로 한 발육 단계별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조사선량 및 대체 훈증제 

농도에 따른 감수성 생육 억제 및 생식장애 정도 분석

- 포장박스에서 2종 해충 태별 생육 및 생식장애 실증

- 2종 해충의 태별 생육 및 생식장애 최적선량 도출 및 Dose mapping

- 수출 사과 검역대상 해충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 수출 사과검역에 대한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검역대상 해충의 행동변화 조사

- 해충별 암컷 또는 수컷에 방사선 조사 후 불임정도 관찰

- 방사선 조사 후 움직임 등 행동학적 관찰

(7) 협동과제-5 : 경상대학교 (박정규)

□ 과 제 명 : 배, 채소류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연구목표 : 방사선 조사에 따른 배, 채소류 관련 검역해충의 감수성 DB 구축 및 친환경 훈

증제 처리에 의한 살충력 비교

□ 연구내용

○ 수출 배 및 채소류의 주요 검역 대상 해충별 방사선 감수성 평가

- 복숭아 명나방 (Dichocrocis punctiferalis), 왕담배 나방 (Helicoverpa armigera) 및 벗초파

리 및 기타 응애류 1종의 종태별 예비 조사선량 결정 : 알, 유충, 번데기 및 성충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예비 선량 확인

- 예비실험을 기초로 한 발육 단계별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조사선량 및 대체 훈증제 

농도에 따른 감수성 생육 억제와 생식장애 정도 분석

- 포장박스에서 3종 해충 태별 생육 및 생식장애 실증

- 3종 해충의 태별 생육 및 생식장애 최적선량 도출 및 Dose mapping

- 수출 배, 채소류 검역대상 해충에 따른 방사선 감수성 및 친환경 훈증제 DB 구축

- 수출 배, 채소류 검역에 대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검역대상 해충의 행동변화 조사

- 해충별 암컷 또는 수컷에 방사선 조사 후 불임정도 관찰

- 방사선 조사 후 움직임 등 행동학적 관찰

(8) 협동과제-6 : 안동대학교 (전용호)

□ 과 제 명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사과 부패병과 단감 검역해충 제어기술개발 

및 현장평가

□ 연구목표 : 방사선 기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수출 단감 검역해충 2종의 감수성 DB 구



- 26 -

축과 사과 검역 및 저장성 병원균 3종 제어기술 개발

□ 연구내용

○ 수출 단감의 주요 검역 대상 해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 감꼭지나방 및 감나무 애응애의 태별 예비 조사선량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도 결정 :

알, 유충, 번데기 및 성충에 대한 조사와 이를 통한 예비 선량 및 훈증제 처리농도 확

인

- 예비실험을 기초로 한 발육 단계별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조사선량 및 친환경 훈증

제 농도에 따른 감수성, 생육 억제 및 생식장애 정도 분석

- 포장박스에서 2종 해충 태별 생육 및 생식장애 검정

- 2종 해충의 태별 생육 및 생식장애 최적선량 도출 및 Dose mapping

- 수출 단감 대상 해충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및 친환경 훈증제 DB 구축

- 수출 단감에 대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

○ 방사선 조사와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검역대상 해충의 행동변화 조사

- 해충별 암컷 또는 수컷에 방사선 조사 후 불임정도 관찰

- 방사선 조사 후 움직임 등 행동학적 관찰

○ 조사선량에 따른 사과 검역 및 저장성 병원균 감수성 평가

- 방사선 조사선량별 병원균의 포자형성, 발아율 및 균사생장률 조사

- 병원균 농도별 방사선 조사에 의한 포자형성, 발아율 및 균사생장률 조사

- 저장 중 사과의 평균 병원균 농도 조사 및 현장 적용 조사선량에 따른 최적 제어선량 

도출

○ 개발 기술 적용 수출용 사과의 현장 실증

- APC 저온저장고 이용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효과 검정

(9) 협동과제-7 : 충북대학교 (김길하)

□ 과 제 명 : 수출용 절화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연구목표 : 장미, 국화 관련해충의 방사선 감수성 DB 구축과 친환경 훈증제의 살충효과 

검증

□ 연구내용

○ 수출 화훼류 (장미, 국화 등)의 주요 검역대상 해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 온실가루깍지벌레 (Planococous kraumhiae), 목화진딧물 (Aphis gossypii) 및 꽃노랑총채벌

레 (Frankliniella occidentalis)의 태별 예비 조사선량 결정 : 알, 유충, 번데기 및 성충에 

대한 조사 및 이를 통한 예비선량 확인

- 예비선량에 기초한 발육 단계별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조사선량에 따른 감수성 생육 

억제 및 생식장애 정도 분석

- 방사선 선량에 따른 해충별, 발육단계별 살충제어 검정

-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의한 해충별, 발육단계별 제어 검증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검역대상 해충의 행동변화 조사

- 해충별 암컷 또는 수컷에 방사선 조사 후 불임정도 관찰

- 방사선 조사 후 움직임 등 행동학적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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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검역대상 해충의 세포수준에서 분자생물학적 조사

- Comet assay를 이용한 세포내 DNA 손상정도 분석

-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을 이용한 지표물질의 발현정도 분석

- 단백질 전기영동 및 Western blot을 이용한 특정 단백질 변화 분석

(10) 협동과제-8: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부 박민구) (2년차부터 착수)

□ 과 제 명 :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관련 수출검역 SOP 개발

□ 연구목표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대한 수출 농산물 품목

별 검역관리 SOP 개발

□ 연구내용

○ 수출 농산물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검역처리 절차 개발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국가별 검역 SOP 정보 수집

- 본 과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실증 연구 설계

○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검역 SOP 제작

-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별 방사선 이용 및 친환경 훈증제 검역절차 마련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조사 처리 및 친환경 훈증제 공정 매뉴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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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차별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주요내용

[1년차도 (2012년)]

과제구분 세부(협동) 과제명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세부 1

수출입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와 

친환경 훈증제 

처리공정 개발 및 

수출 실증 연구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조사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개발

- 수출 농산물 품목 Package 종류별 Dosimetry algorithm
설계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설계

○ 수출 농산물 (과채류 6종, 화훼류 3종)의 
수입국 대상 현지 실증 연구(Ⅰ)

- 과채류 수출 실증 연구를 위한 EU의 통관체계 조사 및  
과채류의 방사선 대량처리 공정설계

- 주요 화훼류 수출국 (일본, 대만, 중국 등)의 방사선 조사  
화훼류의 통관절차 조사 및 현지 실증

○ 우리 농산물 맞춤형 방사선 조사장치 
(감마선, 전자선, X-선) 개념설계

- 선종별 개념설계도 작성

○ 조사처리 수입농산물 (오렌지) 독성학적 
안전성/영양 건전성 평가 및 확인기술 시험법 
개발(Ⅰ)

- 복귀돌연변이 및 염색체 이상 시험
- 수입 농산물의 이화학적 특성평가
- 수입 오렌지 검사지표 마커를 통한 모니터링

세부 2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 제어용 환경 

친화형 융·복합 

기술개발

○ 방사선 조사에 따른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원균의 감수성 평가

-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살균력 평가 및 최적
제어선량 도출 

○ 방사선 병용처리 후보물질 선발 - 병해충 제어용 환경친화적 병용처리물질 선발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병용처리 개념 
설계

- 친환경 훈증제 및 방사선 처리 절차(안) 설계

○ 병용처리에 의한 병해충 감수성 평가
- 병용물질 처리 후 방사선 조사선량에 따른 제어효과
조사

- 담배나방에 대한 병용처리 감수성 평가

협동 1
친환경 훈증제 

적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 친환경 훈증제의 품목별 한계농도 평가
- 대상 농산물별 친환경 훈증제(EF, EDN, PH3) 최적 적용 
가능 CT (Concentration X Time) 도출 

협동 2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가 처리된 

수출 농산물의 

품질영향 평가

○ 농산물 생산단지 재배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
- 수출 농산물에 대한 허용 농약의 종류와 사용량에 대한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품질영향 평가

- 품목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농산물
품질 변화 조사

협동 3
감귤 검역 병원균의 

제어기술 개발 및 

품질영향 평가

○ 방사선에 의한 감귤 궤양병균의 제어평가 - 방사선의 선원 및 선량별 감귤 궤양병 제어시험

○ 방사선 선량별 감귤 품질영향평가
- 성숙기 과실의 방사선 선량별 조사에 따른 
이화학적/기능적 특성변화 모니터링

협동 4

사과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사과 주요 검역해충 방사선 조사 유효 선량 
시험 및 친환경 훈증제 적용 농도평가

- 복숭아심식나방, 벚나무응애의 대량사육 체계 확립
- 복숭아심식나방, 벚나무응애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의 감수성 평가

협동 5

배, 채소류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배, 채소류 주요 검역해충 방사선 조사 유효 
선량 시험 및 친환경 훈증제 적용 농도평가

- 왕담배나방, 복숭아명나방,
응애류의 실내사육 체계 확립

- 왕담배나방, 복숭아명나방,
응애류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의 감수성 평가

협동 6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사과 

부패병과 단감 

검역관련 해충제어 

기술개발 및 

현장평가

○ 단감 주요 검역해충 2종 방사선 조사 유효 
선량 시험 및 친환경 훈증제 적용 농도평가

- 감꼭지나방, 감나무애응애 채집 및 사육조건 확립,
- 감꼭지나방, 감나무애응애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의
감수성 평가

○ 사과 저장부패 관련 병원균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및 제어 기반기술 확보

- 방사선 유효선량 평가
- 사과 검역 및 저장 부패 병원균의 병원성 평가
- 방사선 병용처리용 전처리제 선발
- 병원균 detection 기법 확립

협동 7

수출용 절화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품목별 검역대상 해충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평가 (Ⅰ)

- 온실가루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목화진딧물의
실내사육 체계 확립

- 온실가루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목화진딧물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의 감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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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도 (2013)]

과제구분 세부(협동) 과제명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세부 1

수출입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와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 개발 

및 수출 실증 연구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조사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개발 (Ⅱ)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선원에 따른 맞춤형 조사 
공정 설계

- 품목별 최적 처리공정 설계 및 맞춤형 장치 설계

○ 수출 농산물 품목별 현지 실증 연구(Ⅱ)

- 수출 농산물 품목별 수입국 (인도, 일본, 호주, 베트남,
태국 등) 현지 Market Trial를 통한 수입국별 통관 체계  
및 시장동향 조사

- 방사선 조사 후 선적 전, 하역 후 검역 병해충 제어  
실증 평가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조사 처리 관련 통관매뉴얼 
제작

○ 조사처리 수입농산물 (오렌지)독성학적 
안전성 /영양건전성 평가 및 확인기술 
개발(Ⅱ)

- 생체 내 지표분석/기능적 특성분석
- 방사선 조사처리 확인법 확립

세부 2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 제어용 

환경친화형 융·복합 

기술개발

○ 방사선 병용처리 기술이용 병해충 
동시검역 융·복합 기술개발

- 융·복합기술적용 최적선량 및 병용처리제 최적 약량   
선정

○ 방사선 융·복합 기술 이용에 따른 
농산물 저장성평가

-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에 따른 수출 농산물별 
병해충에 따른 저장성 향상 평가

○ 병용처리에 따른 공정개발 -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에 따른 대량 검역공정 개발

협동 1
친환경 훈증제 적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 방사선과 친환경 훈증제의 병용처리 
방법 확정

- 수출 농산물별 친환경 훈증제와 방사선 처리 체계  
실증 시험

○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해충별 DB
정리

- 농산물 품목별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관련 해충의 
사멸 농도 실증 시험

협동 2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가 처리된 수출 

농산물의 품질영향 

평가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후 수출 
농산물의 임계 품질평가

- 수출 농산품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후 임계
품질평가 시험

- 방사선 조사선량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도에 따른
과실류 및 화훼류 생리적 반응 모니터링 조사

○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가상 시뮬레이션 연구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된 과실류 및 화훼류의 
수출과정 중 품질변화 시뮬레이션 연구

협동 3
감귤 검역 병원균의 

제어기술 개발 및 

품질영향 평가

○ 감귤 궤양병에 감염된 과실에서 
방사선에 의한 살균 조건 확립

- 감귤 표면에 있는 궤양병균 사멸 정도 측정

○ 과실 품질 유지를 위한 방사선 
처리조건 확립

- 저장중 방사선 선량별 조사에 따른 당산도와 경도
모니터링

협동 4
사과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사과 관련 검역해충 종태별 방사선 
(감마선, 전자빔, X-선) 유효 선량과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도결정 및 현장 
적용시험

- 노숙유충에 대한 살충 및 발달억제 (성충우화억제)를 
위한 방사선 유효선량을 결정

- 노숙유충의 살충을 위한 친환경 훈증제 유효농도 평가

협동 5

배, 채소류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검역관련 해충 4종 종태별 방사선 
(감마선, 전자빔, X-선) 유효 선량과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도결정 및 
현장적용시험

- 방사선 선량에 따른 해충별, 발육 단계별 감수성 및 
살충력 평가

- 노숙유충의 살충을 위한 친환경 훈증제 유효농도 평가
- 벗초파리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의 감수성 평가

협동 6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사과 

부패병과 단감 

검역관련 해충제어기술 

개발 및 현장평가

○ 검역관련 해충 2종 종태별 방사선 
(감마선, 전자빔, X-선) 유효 선량과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도결정 및 
현장적용시험

- 방사선 선량에 따른 해충별, 발육 단계별 감수성 및 
살충력 평가

- 노숙유충의 살충을 위한 친환경 훈증제 유효농도 결정

○ 수출 사과 병원균에 대한 적용 방사선 
선량 설정 및 실효성 검증

-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검역 및 저장성 병원균 감수성  
평가 및 병용처리 효과검증

- 사과 및 저장박스 단위별 병용처리제 및 방사선 실효성 검정

협동 7

수출용 절화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검역대상 해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Ⅱ)
및 현장 적용시험

- 방사선 선량에 따른 해충별, 발육 단계별 감수성 및 
살충력 평가

- 현장 실증 연구

협동 8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관련 

수출검역 SOP 개발

○ 방사선 적용 검역 처리절차 (SOP)
정보수집

- 해외 방사선 검역 절차 자료 수집
- 우리나라 수출 농산물별 방사선 이용 검역 처리절차 개발 

○ 방사선 적용 검역 처리 절차 실증 평가 - 선행 연구결과 평가 및 현지 실증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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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도 (2014)]

과제구분
세부(협동)
과제명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세부 1

수출입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와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 개발 및 수출 

실증 연구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조사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개발(Ⅲ)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최적처리공정 매뉴얼 제작

○ 수출 농산물의 수입국 대상 현지 실증 
연구(Ⅲ)

- 방사선 검역처리 절차에 따른 과실류 및 화훼류의
수입국 대상 현지 실증 평가 (미국, 태국 등)

- 방사선 검역처리에 따른 통관 수입국 매뉴얼 제작 및 
현지 시장 및 경제성 분석자료 제작

○ 병용처리에 따른 현장 맞춤형 방사선 
조사장치 설계완성

- 조사장치 시제품설계
- 공정 매뉴얼 제작 및 지침제시

○ 방사선 조사처리 수입 농산물 (오렌지) 독성학적 
안전성 /영양 건전성 평가 및 확인기술 개발(Ⅰ)

- 아만성 독성평가/X-선 조사 후 이화학적 기능적 변화
분석

- 검역처리 농산물의 확인시험법 확립

세부 2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 제어용 

환경친화형 융·복합 

기술개발

○ 병용처리물질 최종선정완료 및 실용화
- 방사선 병용처리 후 수출 농산물의 병충해에
대한 현장 수용성 검정

○ 수출 농산물의 방사선 병용 처리 후 현장 
실증 평가

- 현장 실증 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및 해결

○ 효과적인 이용방법 설정(안) 및 보급
-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 검역에 대한 매뉴얼 및 
지침(안) 제시

협동 1
친환경 훈증제 

적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 MeBr 대체 친환경 훈증제의 소독검역처리 
기준 제안

- MeBr 대체 친환경 훈증제의 체계 처리 실증 연구

협동 2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가 처리된 

수출 농산물의 

품질영향 평가

○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대한 
가상 모니터링 자료 제작

- 수출 국가별 가상 모니터링 품질 변화를 조사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조건을 고정한 후 수출
실증

- 방사선 조사선량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과실류 및 화훼류 신선도 유지 모니터링 조사

협동 3
감귤 검역 병원균의 

제어기술 개발 및 

품질영향 평가

○ 수출 감귤에서 방사선에 의한 감귤궤양병 
제어 기술 확립

- 수출 감귤 대상 방사선에 의한 감귤 궤양병균 사멸
실증 시험

협동 4

사과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사과 주요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및 실증 연구

- 포장 박스 내 복숭아 심식나방, 벚나무 응애 발달억제
(성충우화억제) 적용 시험

- 사과 유효선량 범위평가 및 실증 시험

협동 5

배, 채소류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배, 채소류 주요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및 실증 
연구

- 포장 박스 내 복숭아 명나방, 왕담배 나방, 응애류,
벗초파리 적용 시험

- 배, 채소류 유효선량 범위평가 및 실증 시험

협동 6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사과 

부패병과 단감 

검역관련 

해충제어기술 개발 

및 현장평가

○ 단감 주요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및 실증 연구

- 포장 박스 내 감꼭지나방, 감나무 애응애 유충 발달억제
(성충우화억제) 적용 시험

- 단감 유효선량 범위평가 및 실증 시험

○ 수출사과의 방사선 이용 현장 실증 연구 - 방사선 및 병용처리 현장 실증 시험

협동 7

수출용 절화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 절화류 주요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및 실증 연구

- 대상 해충에 따른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및 실증 시험

협동 8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관련 

수출검역 SOP 개발

○ 수출 농산물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검역절차 확립

- 수출 농산물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검역처리 절차 
설계 및 실증 평가

○ 수출 농산물 품목별 검역 SOP 구축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검역 SOP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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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범위 및 연구수행 방법

연 구 범 위
연구수행방법

(이론적․실험적 접근방법)
구체적인 내용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처리공정개발 및 방사선 조사 
수입 오렌지 검지법 확립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조사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개발 

  - 수출 농산물 품목별 현지 실증 

평가

  - 조사처리 수입농산물 (오렌지) 

독성학적 안전성 /영양건전성 평가 
및 확인기술 개발

  - 방사선 적용 검역 처리절차 (SOP) 

정보수집 및 처리 절차 실증 평가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선원에 따

른 맞춤형 조사공정 설계

·품목별 최적 처리공정 설계 

·수출 농산물 품목별 수입국 현지 Mar

ket Trial를 통한 수입국별 통관 체계 
및 시장동향 조사

·방사선 조사 후 선적 전, 하역 후 검

역 병해충 제어 실증 평가

·생체 내 지표분석/기능적 특성분석 및 

방사선 조사처리 확인법 확립

· 해외 방사선 검역 절차 및 동향 자료 

수집

·수출 농산물별 방사선 이용 검역 처리

절차 개발 

·선행 연구결과 평가 및 현지 실증 영

향 평가

·방사선에 대한 수출농산물 품목별 
포장단위 선량분포 및 선량율 평가 
최적 공정조건 산출

·수입국 지역 방사선 식물검역 통관 
사항 정보획득 및 농산물의 품평평가 
실시

·국제협력을 통한 방사선 조사 최적 
처리공정(안) 초안 작성

·방사선 조사된 오렌지의 영양 건전
성, 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및 ESR 
이용 검사지표 개발 

·제도화(규정고시)마련을 위한 
소독기준처리 설정 신청

○ 방사선 병용처리 기술이용 
병해충 제어 융·복합 기술개발

  - 방사선 병용처리 기술이용 병해충 

동시검역 융·복합 기술개발

  - 방사선 융·복합 기술 이용에 따른 

농산물 저장성평가

  - 병용처리에 따른 공정개발 

·융·복합기술적용 최적선량 및 병용처

리제 최적 약량 선정

·방사선 조사선종별, 포장 단위별 검역 

및 저장성 병원균의 병용처리 실증평
가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에 따른 수

출 농산물별 병해충에 따른 저장성 향
상 평가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에 따른 대

량 검역공정 개발

·사과 관련 병원균 3종에 대한 융복합 

평가 검증

· 파프리카 잿빛곰팡이병과 담배나방 
동시 제어를 위한 최적 조건 도출 

·검역 및 저장성관련 병원균 방사선 
D10 값 산정

·Botrytis cinerea 등 6종의 검역관련 
병원균 포장단위별 최적화 설정품목 
Box별 선량분포 및 최적선량도출 

·수출농산물 품목 Box별 조사 후 
수출환경 동일조건에서 저장성평가

·방사선과 NaDCC를 이용해 
화훼절화류에 발생하는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 제어 최적 조건 도출 
·방사선과 친환경훈증제병용처리에 
의한 사과 병원균  3종 살균력 검정

○ 검역대상 해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 검역해충 종태별 방사선 (감마선, 

전자빔, X-선) 유효 선량과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도결정 및 현장 
적용시험

  - 방사선과 친환경 훈증제의 병용처

리 방법 확립 및 해충별 DB 정리

· 사과,배, 채소류,단감, 절화류 관
련 검역해충의 유효선량과 친환경 훈
증제 처리 농도결정 및 현장 적용시험

· 수출 농산물별 친환경 훈증제와 방사선 

처리 체계 실증 시험

· 농산물 품목별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관련 해충의 사멸 농도 실증 시험

· 검역관련 해충 12종에 대한 감마선, 
전자선, X-선 유효선량 설정

· 품목별 포장단위 방사선 조사선량
에 따른 현장 실증 

· 친환경 훈증제를 이용한 검역 
   해충의 발육단계별 사멸율 평가
· 소독처리기준 설정을 위한 실증시험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가 
처리된 수출 농산물의 품질영
향 평가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후 

수출 농산물의 임계 품질평가

  - 품질 유지를 위한 방사선 처리조건 

확립

·수출 농산품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후 임계 품질평가 시험

·방사선 조사선량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도에 따른 과실류 및 화훼류 
생리적 반응 모니터링 조사

·작물별 표준매뉴얼 적용 가능한 

조사선량, 유통기한 및 픔질변화 분석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조사 

(감마선, 전자선, X-선)  따른 저장 
기간별 경도, 색도, 당도, 에틸렌 
호흡량 측정 및 화훼의 Vase life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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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연구성과 목표대비 실적 

 1. 연구성과 실적

  가. 연구개발결과의 성과 및 활용목표 대비 실적

 (단위 : 건수)

 

구분 지식재산권 논문 학술
발표

기술
거래

교육
지도

사업
화

기술
인증

인력
양성

정책
활용

홍보
전시

기
타출원 등록 SCI 비SCI

최종목표 11 9 30 14 - 4 4 9 - - 2 8 -

1차
년도

목표 7 - 5 5 - - 2 - - - - - -
실적 6 - 5 2 - - 2 - - - - 1 -

2차
년도

목표 4 5 12 4 - - 2 - - - - - -
실적 2 1 12 7 - - 4 - - - - 3 -

3차
년도

목표 - 2 6 3 - - - - - - 2  - -
실적 2 0 10 15 - - - - - - 11 2 -

소계 목표 11 7 23 12 - - 4 - - - 2 - -
실적 9 1 27 22 - 2 6 - - 40 11 6 -

종료1차년도 1 2 4 1 - - - - - - - - -
종료2차년도 1 2 1 - - - - - - - - 1 -
종료3차년도 - 2 - - - - - 3 - - - 1 -
종료4차년도 - 2 - - - - - 3 - - - - -
종료5차년도 - - - - - 2 - 3 - - - - -
소계 2 8 5 1 - 4 0 9 - - 0 2 -

합계 11 9 32 23 - 4 6 9 - 40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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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논문게재 성과

게재연도 논문명
저자

학술지명 Vol.(No.)
국내외
구분

SCI구분
주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

2013

Investigation of 
radiation-induce
d free radicals 
and 
luminescence 
properties in 
fresh 
pomegranate 
fruit

Shahbaz 
H M 

Kwon 
JH

Akram K, 
Ahn JJ

Journal of 
Agricultura
l and Food 
Chemistry

61(17) 국외 SCI

2013

Effects of Gamma 
Radiation on the 

Comstock 
Mealybug, 

Pseudococcus 
comstocki 
mortality

Sunghyu
n Ko

Chuleui 
Jung

Gi Myon 
Kwon, Yong 
ho Jeon

Korean 
Journal of 
Soil Zoology

17(1-2) 국내 비SCI

2013

Assessment of 
electron 

beam-induced 
abnormal 

development 
and DNA 
damage in 
Spodoptera 
litura (F.) 

(Lepidoptera : 
Noctuidae)

Seung-H
wan Yun

Gil-Hah 
Kim

Seon-Woo 
Lee

Hyun-Na Koo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96
(44-49)

국외 SCI

2014

저장기간에 따른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의 
품질 특성

경은지 육홍선 김경희 한국식품영
양학회지 27(1) 국내 비SCI

2014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의 
상온저장(20℃) 
중 품질 특성

경은지 육홍선 김경희 한국식품영
양학회지 27(2) 국내 비SCI

2014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한 수입 
오렌지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평가

황옥화 강일준 정다운 한국식품영
양과학회 43(6) 국내 비SCI

2014

Chemical and 
sensory quality 

of fresh 
pomegranate 

fruits exposed to 
gamma radiation 
as quarantine 
treatment

Shahbaz 
H M 

Joong-
Ho 

Kwon

Ahn JJ, 
Akram K, 
Kim HY, 
Park EJ

Food 
Chemistry 145 국외 SCI

2014

Thermoluminescen
ce characterization 

of isolated 
minerals to 

identify oranges 
exposed to γ-ray, 

e-beam, and 
X-ray for 
quarantine 

Jo D
Joong-
Ho 

Kwon

Sanyal B, 
Lee JW

Journal of 
Radioanalyt
ical and 
Nuclear

DOI 
10.1007/s
10967-01
4-3421-6

국외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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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s

2014

수입 Valencia 
오렌지의 
크기와 
품질특성의 
상관성

조덕조 권중호

유승열, 
박주현, 
까오야핑, 
김슬기, 
이제영, 
권은진

한국식품저
장유통학회
지

21 국내 비SCI

2014

Synergistic effect 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dichloroisocyanurate 
for control gray mold 
(Botrytis cinerea) on 
paprika

Minchul 
Yoon

Hae-Jun 
Park

Koo Jung,
Kwang-youll Lee
Je-yong Jeong
Ju-Woon Lee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98 국외 SCI

2014

감마선 및 
화학대체제 

융복합처리가 
백합 

잎마름병원균 
영향

김지훈 윤성철 - 식물병연구 20(2) 국내 비SCI

2014

수출용 오리엔탈 백합 
품종 잎마름병 방제를 
위한 감마선 및 
화학대체제 융복합 
연구

김지훈 윤성철 구태훈
홍성준 식물병연구 20(2) 

79-86 국내 비SCI

2014

Synergisitc effect 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dichloroisocyanurate 
on postharvest 
Rhizopus soft rot of 
sweetpotato

Je-Yong 
Jeong

Rae-Dong 
Jeong

Min-Chul 
Yoon, 

Kwang-Youll 
Lee, Koo 
Jung, 

Hwa-Jung 
Kim, Ju-Woon 
Lee, Hae-Jun 

Park

Journal of 
Plant 

Disease and 
Protection

121(6) 국외 SCI

2014

Use of ionizing 
radiation as a 
phytosanitary 
treatment for 
postharvest 
disease control

Rae-Dong 
Jeong

Rae-Dong 
Jeong

방사선산업
학회지 8(2) 국내 비SCI

2014

감마선에 의한 
감귤 
궤양병균의 
불활성화와 
감귤 궤양병 
감염에 미치는 
영향

김경남 전용철
송민아, 
한상헌, 
송성준

식물병연구 20(4) 국내
비SCI
(학진)

2014

4종 해충에 
대한 전자빔과 

X-ray의 
억제선량

윤승환 김길하

김민준
김현아
이선우
유대현
김현경
구현나

한국응용
곤충학회

53
(391-398)

국내 비SCI

2015

저선량 전자선 
조사 수입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품질특성

조윤정 육홍선 김경희 한국식품영
양과학회 44(1) 국내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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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저선량 전자선 
조사 수입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품질특성

조윤정 육홍선 김경희 한국식품영
양과학회 44(3) 국내 비SCI

2015

저선량 X선 
조사 수입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품질특성

노단비 육홍선 김경희 한국식품영
양과학회

게재확정 국내 비SCI

2015

저선량 X선 
조사 수입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품질특성

노단비 육홍선 김경희 한국식품영
양과학회 논문심사중 국내 비SCI

2015

감마선 조사 
오렌지의 급성 
및 아급성 독성 

평가

정다운 강일준
황옥화, 
최근표

한국식품영
양과학회지

44(9) 국내 비SCI

2015

Thermoluminesc
ence 
characterization 
of isolated 
minerals to 
identify oranges 
exposed to 
γ-ray, 
e-beam, and 
X-ray for 
quarantine 
applications

Jo D Kwon 
JH

Sanyal B, 
Lee JW

Journal of 
Radioanalyt
ical and 
Nuclear

  303 국외 SCI

2015

Calibrated 
photostimulated 
luminescence is 
an effective 
approach to 
identify 
irradiated 
orange during 
storage 

Jo Y Kwon 
JH

Sanyal B, 
Chung N, 
Lee HG, 
Park Y, 
Park HJ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111 국외 SCI

2015

Valencia 
오렌지의 
저장온도에 
따른 품질변화 
및 지표성분 
확인

조윤희 권중호 정남혁, 
까오야핑

한국식품저
장유통학회
지

 22(5) 국내 비SCI

2015

Effects of ionizing 
radiation on 
postharvest fungal 
pathogens 

Rae-Dong 
Jeong

Rae-Dong 
Jeong

Eun-Jung Shin, 
Eun-Hee Chu, 
Hae-Jun Park

The Plant 
Pathology 
Journal

31(2) 국내 SCI

2015
Antifunal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Rae-Dong 
Jeong

Rae-Dong 
Jeong

Eun-Jung Shin, 
Eun-Hee Chu,
Eun-Suk Lee, 

Letters in 
Applied 

Microbiology
61 국외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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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loroisocyanurate 
against Penicillium 
expansum on pears

Yeon-Sik Kwak 
Hae-Jun Park

201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 
for control of 
postharvest Botrytis 
cinerea of cut roses

Eun-Hee 
Chu

Rae-Dong 
Jeong

Eun-Jung Shin, 
Eun-Hee Chu, 
Hae-Jun Park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115 국외 SCI

201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Botrytis 
cinerea causing gray 
mold and cut 
chrysanthemum 
flowers

Eun-Hee 
Chu

Rae-Dong 
Jeong

Eun-Jung Shin, 
Eun-Hee Chu, 
Hae-Jun Park

식물병연구 21(3) 국내 비SCI

2015

Control of 
postharvest 
bacterial soft rot 
by gamma 
irradiation and its 
potential modes of 
action

Rae-Dong 
Jeong

Rae-Dong 
Jeong

Duck Hwan Park,
Eun-Hee Chu, 
Hae-Jun Park

The Plant 
Pathology 
Journal

Accepted
(출판중)

국내 SCI

2015

Effects of 
gamma 

radiation on 
different 

developmental 
stages of the 

oriental tobacco 
budworm, 
Helicoverpa 

assulta 
(Lepidoptera: 
Noctuidae)

Park, 
Jeong 
Sun

Iksoo Kim

Jeong Sun, 
Joo Young 

Lee, Su Yeon 
Jeong, 

Seung-Joon 
Ahn

Entomologica
l Research 

45, 
110–115 국외 SCI

2015

‘후지’ 
사과와 
‘신고’ 배의 
이온화에너지 
조사선 종류별 
호흡특성과 
조직감 변화

이지현 이지현

최지원, 
홍윤표, 
정래동, 
박해준

Fruit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1,
74-80 국내 비SCI

2015

감마선 조사가 
포도 
캠벨얼리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이지현 이지현

최지원, 
홍윤표, 
정래동, 
박해준

Fruit 
Science and 
Technology 
in Korea

1,
61-65 국내 비SCI

2015

Developmental 
inhibition of 

gamma 
irradiation on 
the Peach 
fruit moth 
Carposina 
sasakii 

(Lepidoptera: 
Carposinidae)

Jihoon 
Ryu

Kyeong-
Yeoll 
Lee

Jun-Young 
Ahn; Seung 
Sik Lee; 
Ju-Woon 

Lee

Rad. Phys. 
Chem.

106, 
136-139 국외 SCI

2015

저온저장 중 
엑스선이 
조사된 
온주밀감 
‘궁천’과실의 
물성과 
품질변화

한상헌 한상헌

전용철, 
정인범, 
정성용, 
문정환

Fruit Sci. 
and Techn. 
in Korea

1(1) 국내 비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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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ffect of 
X-irradiation on 
citrus canker 
pathogen 
Xanthomonas 
citri subsp. citri 
of Satsuma 
mandarin fruits

Min-A 
Song

Yong 
Chull 
Jeun

Jae Sin Park, 
Ki Deok Kim

Plant 
Pathology 
Journal

31(4) 국내 SCI

2015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developmental 
stages of 
Helicoverpa 
armigera 
Hübner 
(Lepidoptera: 
Noctuidae)

Kim, 
Junheon

Park, 
Chung 
Gyoo

Chung, 
Soon-Oh
Jang, Sin Ae
Jang, Miyeon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112, 
139-144 국외 SCI

2015

X-ray radiation 
and 
development 
inhibition of 
Helicoverpa 
armigera 
Hübner 
(Lepidoptera: 
Noctuidae)

Kim, 
Junheon

Park, 
Chung 
Gyoo

Jung, 
Soon-Oh;
Jang, Sin Ae;
Kim, 
Jeongmin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115, 
148-152

국외 SCI

2015

Effect of 
gamma ray 
irradiation on 
egg hatchability 
and F1 eggs of 
Tetranychus 
urticae 
(Acarina: 
Tetranychidae) 
with small 
scale-up 
validation

Kim, 
Junheon

Park, 
Chung 
Gyoo

Shin, Eunsik; 
Lee, Seohae; 
Jang, Sin Ae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18, 
597-600

국내 SCIE

2015

Developmental 
inhibition and 
DNA damage of 
Helicoverpa 
armigera 
Hübner 
(Lepidoptera: 
Noctuidae) by 
gamma 
radiation

Kim, 
Junheon

Park, 
Chung 
Gyoo

Chung, 
Soon-Oh;
Jang, Miyeon;
Jang, Sin Ae

International 
Journal of 
Radiation 
Biology

91,

827-832
국외 SCI

2015

Small scale-up 
validation for 

ionizing 
radiations 
against 

Helicoverpa 
armigera larvae

Kim, 
Junheon

Park, 
Chung 
Gyoo

Joo,Yoo-A;
Lee, Yeon 
Jeong;
Kim, 

Jeongmin;
Jang Miyeon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19, 5-7 국내 SCIE

2015

Developmental 
inhibition of 
Drosophila 
suzukii 

(Matsumura)(Dip
tera: 

Drosophilidae) 
by gamma 
radiation

Kim, 
Junheon
Kim, 

Jeongmin

Park, 
Chung 
Gyoo

Lee, Seohae
Journal of 

Pest Science
심사중 국외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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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Postharvest 
disease control 

of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and Penicillium 
expansum on 
stored apples 
by gamma 
radiation 

combined with 
fumigation

Wonsu 
Cheon

Yongho 
Jeon

Balaraju 
Kotnala

Postharvest 
Biology and 
technology 

심사중 국외 SCI

2015

Postharvest 
disease control 
of Botrytis 
cinerea and 
Monilinia 

fructigena in 
apples by 
gamma 

irradiation 
combined with 
fumigation

Wonsu 
Cheon

Yongho 
Jeon

Young Soo 
Kim,

Balaraju 
Kotnala, 

Bong-Su Kim, 
Byung-Ho 

Lee

Joranal of 
Food 

protection
심사중 국외 SCI

2015

A review on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potato tuber moth, 

Phthorimaea 
operculella(Zeller) 
(Lepidoptera: 
Gelechiidae)

Sunil 
Aryal

Chuleui 
Jung

Korean 
Journal of 
Soil Zoology

19(1-2) 국내 비SCI

2015

Literature study 
of IPM tactics of 
potato tuber moth, 

Phthorimaea 
operculella(Zeller) 
(Lepidoptera: 
Gelechiidae) 

Sunil 
Aryal

Chuleui 
Jung

Korean 
Journal of 
Soil Zoology

19(1-2) 국내 비SCI

2015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imidacloprid-res
istant and –susceptible 

Aphis gossypii 
(Hemiptera: 
Aphididae)

Seung-H
wan Yun, 
hyun-Na 

Koo

Gil-Hah 
Kim

Seon-Woo 
Lee

Hyun kyung 
Kim

Rad. Phys. 
Chem

112
(151-157) 국외 SCI

2015

Effects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six insect pests 
in different 
sections of 
flower boxes 
for export

Seung-H
wan Yun, 
hyun-Na 

Koo

Gil-Hah 
Kim

Hyun Kyung 
Kim

Soowon
Cho

Journal of 
Asia Pacific 
Entomology

18
(629-636)

국외 SCI

2015

X-ray 
irradiation as a 

quqrantine 
treatment for 
the control of 
six insect pests 
in cut flower 

boxes

윤승환 김길하
이선우
구현나

Journal of 
Asia Pacific 
Entomology

Accept 국외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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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성과

2016
(예정)

Controlling 
Botrytis elliptica 
leaf blight on 
hybrid lilies 
through the 
application of 
convergent 

chemical X-ray 
irradiation

Sung-Jun 
Hong

Sung-Chu
l Yun

Sung-Jun
Hong,

Tae-Hoon
Koo,

Sung-Chul 
Yun

 Plant
Patholgy
Journal

게제허락 국내 SCIE

2016

Effects of 
ionization 
radiation 

treatments on 
the Hawthorn 
spider mite 

Amphitetranyc
his viennensis.  

Chi-Wan 
Choi

Kyeong-
Yeoll 
Lee

Jun-Duk 
Wong

Journal of 
Asia-Pacific 
Entomology

in 
submissio

n
국내 SCI

출원된 특허의 경우 등록된 특허의 경우

출원연도 특허명 출원인 출원국 출원번호 등록연도 특허명 등록인 등록국 등록번호

2011
(참고)

에탄올 및 방사선
조사의 병용
처리를 이용한
절화 화훼류의
위생화 방법

(선행기술출원참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1-0
088270
(2011. 9.
1)

2013

에탄올 및
방사선 조사의
병용 처리를
이용한 절화
화훼류의 위생화
방법(참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13227
120000

2013

나노은물질및방사선
병용처리를이용한
식물병원균의
살균방법및
식물검역방법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3-01
02250

2013

과일에대한
잿빛곰팡이제어를
위한감마선조사와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병용처리의시너지

효과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3
-0157936

2014
고구마 저장성
향상을 위한
방사선 병용처리

방법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4-0029553

2014

이온화에너지와
병용처리 기술을
이용한 장미절화
저장성 병원균
제어방법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4-
0029553

2015

이온화에너지와
병용처리 기술을
이용한 배 저장성
병원균 제어를
통한 저장성 향상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5
-0051089

2015

이온화에너지와
병용처리 기술을
이용한 감귤의
저장성

유해미생물 제어
저장성 향상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5
-005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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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해당 성과과제의 기여율이 불명확하여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라. 기술료 징수 현황

   해당 없음

 마. 사업화 현황

*식물검역을 위한 소독 처리 기준 설정 고시 6건 통과 3건 심의회 상정 중

*기술이전(무상) 2건 (국립원예특작원: 2협동)

 1. 수출 원예작물 품목별 이온화에너지 처리요령 및 품질한계 지표 설정(9.22, 로즈피아)

 2. 수출 원예작물 품목별 이온화에너지 처리요령 및 품질한계 지표 설정(10.8, 리마글로벌)

 바. 인력활용/양성 성과

지원
총인원

지원 대상 (학위별, 취득자)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대전 기타지역

40 4 27 9 - 16 24 - 6 34

  

2015
이온화에너지
이용 채소무름병
제어방법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5
-0077356

2014
자체차폐형
전자가속기
(참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

한국 10-2014
-438165

2015

모닐리니아 

프룩티지나 배양용 

배지 조성물

안동대 한국
10-2015-01

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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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및 현황  

1. 해외 기술수준

○ 무역자유화에 따른 선진 검역관리, 식품안보 기반기술로서 이온화 에너지기술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고 식품 및 공중보건산업에 사용하는 이온화 에너지 종류가 다양화됨

- WTO의 기술에 관한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 on Trade, TBT) 해소, 유엔환경보호위

원회(UNEP), 국제식물검역위원회(IPPC) 등의 화학 훈증제 사용 금지협약 및 이행으로 

이온화 에너지기술을 검역관리 기술로 채택하여 활발히 진행될 것임

- MeBr과 같은 화학 훈증제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수출입 식품류 및 농수축산물의 검역 

관리를 위해 이온화 에너지 기술의 적용을 추진, 각국은 규정마련에 박차

※ MeBr Phase Out 계획 : 선진국 2005년부터, 개도국 2015년 발효 

(출처) WTO. Technical barriers to trade, www.wto.org

(출처) FAO. Guidelines for the use of irradiation as a phytosanitary measures.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SPM No. 18, Rome, Italy (2003)

- 감마선 위주에서 전자선, X-선 등 가속기 발생 이온화 에너지 이용증가

-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3종의 이온화 에너지 사용 모두 승인, 한국은 감마선과 전

자선만 허가한 상태임

※ ‘08년 현재 23개국 280기 전자선 조사시설 운전 중, ’00년 이후 상업적으로 도입되어 시

장 확대 (’08년 시장 점유율 약 20%)

(출처) IAEA, Directory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Facilities in Member States

(2008)

(출처) IFT (2006) Food Irradiation Research and Technology. Iowa, USA, Blackwell

Publishing, p. 11-35.

○ 이온화 에너지 식품생명공학기술은 ‘90년대 초반부터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뒷받침과 

WHO/IAEA/FA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의 보건당국(FDA 등)의 주도에 의해 실용화 

기반이 마련됨

- '10년 현재 세계 56개 국가에서 250여 식품품목에 대해 이온화 에너지조사를 허가하고 

있음.

- WTO(FTA), UNEP, IPPC 등의 농산물 교역관련 국제기구와 각국의 국가식물보호기구

(NPPO) 등에서는 식품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음

○ 2001년 10월 23～25일 국제 이온화 에너지 식품조사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Consultative

Group on Food Irradiation, ICGFI) 18차 회의(이탈리아, 로마)에서 이온화 에너지 조사식

품의 국제적 실용화 확대를 위한 규정과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국제기구(WHO, FAO,

Codex 등)에 제안하여 기술 확대를 추진 중임

○ 2002년 “이온화 에너지 조사식품의 안전성 논란”에 관해 EU 위원회에서는 기 수행한 연

구결과들을 검토한 후 “조사식품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여 조사식품의 안

전성이 재검증됨에 따라 본 기술의 사용이 EU는 물론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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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가별 이온화 에너지 조사식품 현황은 아래와 같음

- 미국은 식품조사에서 단일시장으로서는 가장 큰 규모로 세계 식품조사 시장의 31%를 

차지하고 있음

․'09년 515M$(US), '10년 563M$, '15년 823M$ 도달 예상

․미국은 7,500~9,000톤/년의 육우와 가금류에 이온화 에너지 조사를 하며, 175백만톤/

년 가량의 향신료를 처리하고 있음

- 캐나다의 식품조사 시장은 ‘09년 112백만M$, '10년 125M$였고, ’15년에는 190M$의 시

장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유럽의 식품조사 시장은 ‘09년 189M$에서 ’15년 300M$의 시장으로 확대될 것임

-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의 식품조사 시장은 ‘09년 853M$에서 ’15년 

1500M$이 넘는 시장성장이 예측됨

- 중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큰 규모의 이온화 에너지조사 실용화를 달성하여, 2005년에 대

략 142,000톤에 달하는 식품류를 이온화 에너지 조사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이 마늘의 

보관을 위해 조사함

(출처) BizAcumen, Food Irradiation Trends, Global Market Opportunities, BMR-3009,

USA, BizAcumen, Inc. p 22~50 (2009)

○ 국내의 경우 주로 수출용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건조향신료, 건조채소류에 이온화 

에너지 조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그 양은 2005년에 약 3,000톤 정도임

2. 국내 기술수준

○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농산물의 식물검역을 위한 이온화 에너지 기술의 이용은 전무하였

으나 본 과제를 통하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하여 식물검역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을 국가

고시로 설정하고 SOP를 마련하였다.

○ IAEA/RCA 사업 등을 통한 국제협력을 통하여 실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 국내ㆍ외 현황

가. 국내 현황

○ 우리나라에서 본 과제를 제외한 그동안 검역관련 이온화 에너지 이용기술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농림기술개발사업 및 농림수산검역본부에서 용역사업으로 수행한 내용은 하기 

과제가 유일하였음 

- 수출화훼류의 전자빔 검역기술 및 처리시스템 개발('09-'11)

- 복숭아 심식나방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기술 개발

○ 본 연구과제를 통하여 핵심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여 제도화 마련 및 실증 연구의 

현장 적용을 실현함

나. 국외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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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주요 수출입국은 다양한 현장 연구를 통한 이온화 에너지 검역관련 연구결과들

이 많이 보고되고, 산업에 적용하고 있어 이미 기업화 단계임

- 실용화 매뉴얼까지 나와 있는 실정임

○ 국제 농산물 교역 증가에 따른 선진 검역체계 요구가 증가

- 국제 식물 보호 협약(IPPC)에서는 식물위생조치를 위한 국제기준 18, 28에서 (ISPM18, 28)

검역대상 병ㆍ해충을 제어하기 위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 처리 지침을 발표 

○ 국외의 경우, 다양한 현장 연구를 통한 이온화 에너지 검역관련 연구결과들이 많이 보

고되고 있음

- 하와이에서 이온화 에너지 조사된 litchi, longan, rambutan 같은 열대과일의 미국본토 

이동에 관한 protocol이 1997~1998에 설정됨 

- 태국에서는 2006년부터 열대과일에 이온화 에너지 조사 검역처리 후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 

- 멕시코에서는 구아바의 미국 수출을 위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 검역처리 법안이 2008년 제

정, 현재 미국으로 가장 많은 열대과일을 수출 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dragon fruit의 미국 수출을 위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 검역처리 법안이 2008

년 제정되어서 현재 dragon fruit 의 미국 수출 진행 중

- 인도는 mango의 대미 수출을 위해 2007년부터 이온화 에너지 조사처리 하여 수출 중

- 호주는 뉴질랜드에 mango, papaya, lychee 를 수출 하기이해 2004년부터 이온화 에너

지 조사 처리를 실시 중 

- USDA-APHIS 산하 Palnt Protection and Quarantine (PPQ) 203호 문서에 의한 

Irradiated 과실류에 대한 미국 수입규정을 공시하고 있음

○ 세계 방사선 검역/소독처리 기술을 이용한 해외 각국 농산물 수출현황은 다음과 같음

- 미국은 농산물 수출입시 방사선 조사를 하와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서 수행하고 있

고, 조사시설(업체)의 관련 규정은 USDA 산하 동식물 검역소(APHIS)에서 관리하며 우수 

방사선 조사절차(Good Irradiation Practice, GIP)에 따른 조사선량의 정확성을 보증하기 

위한 선량평가와 검역 관리 기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멕시코는 생과실의 대미 수출량이 가장 많은 나라로 자국의 구아바, 감귤, 망고 등과 

같은 열대성 과일 등을 방사선 조사하여 수출 중이며 2011년 7월부터 식물검역을 위한 

새로운 감마조사시설을 운영

- 태국은 2006년부터 자국산 수출용 과실의 식물병과 해충에 대비해 방사선 조사한 후 

미국에 수출 중에 있으며 인도 또한 2007년부터 방사선 조사 망고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2009년 기준 대미 망고 수출량은 130톤 규모임 

- 호주의 경우, 뉴질랜드에 망고, 파파야, 리치를 수출하기 위해 2004년부터 방사선 조사

처리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는 2008년 dragon fruit의 미국 수출을 위한 방사선 검역/소독처리 법안을 제

정한 바 있음 후 현재 dragon fruit 의 미국 수출 진행 중에 있음 

 (출처) 월간피리포트 (2012) 원예 특작분야 연구동향 25호

 (출처) 한국원자력연구원 (2014) 방사선기술과 농식품기술 융합을 위한 미래창조산업 도

출 연구 보고서

○ 주요 지역별 세계 방사선 조사식품 현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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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식품조사 관한 단일시장으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세계 식품조사 시장

의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7,500~9,000톤/년의 육우와 가금류에 방사선 조사를 하며, 

175백만톤/년 가량의 향신료를 처리하고 있음

     ※ '09년 515백만불, '10년 563백만불, '15년 823백만불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캐나다에서 방사선 조사식품은 2009년 1억 1천 2백만불에서 2015년 1억 9천만불의 시

장 매출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며 유럽의 경우, 2009년 1억 8천 9백만불에서 2015년 

약 3억불의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예측됨

- EU의 여러 나라에서는 식품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방사선조사 활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음.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식품 조사처리를 채택

하고 있으며 스웨덴과 독일은 금지하고 있는 등 방사선 식품 조사 기술이 각 국가별 

실정에 맞게 활용되고 있음

- 아태지역, 라틴아메리카, 중동, 아프리카의 식품조사 시장은 전세계에서 가장 방사선 조

사식품시장을 확대되고 있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2009년 8억 5천 3백만불에서 

2015년 15억 이상의 시장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1973년부터 감자의 발아억제를 위해 방사선 조사를 허가하여 현재까지 연간 

15,000 ~ 20,000톤을 감마선 조사처리를 하고 있으나, 감자 이외에 더 이상의 허가 품목 

확대는 없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선 조사식품 연구 분야의 입지는 

더욱 좁아진 상태

(출처) BizAcumen (2009), Food Irradiation Trends, Global Market Oppertunities, 

BMR-3009, USA 

□ 국가별 현황

○ 미국

- 농산물 수출입 검역관리를 위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에

서 주로 수행하고 있음

- 이온화 에너지 조사시설(업체)과 관련 규정은 USDA 산하 동식물검역소(APHIS)에 의해 

관리

- 신선 과일류의 이온화 에너지 조사는 150 - 400 Gy의 흡수선량에서 실시하고 있음(표 1)

- 우수 이온화 에너지 조사 절차(Good Irradiation Practice, GIP)에 따른 조사선량의 정확

성을 보증하기 위한 선량평가(dosimetry)와 검역관리 기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

여 방역과 검역 관리에 활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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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Commercial shipments of Hawaiian irradiated fruits to the U.S. mainland

between 1995 and 2000

(Irradiated at 250 Gy)

Approved commodities
Export quantity (ton)

1995~2000
Papaya 309.2

Lambutan 65.8
Lychee 19.8

Atemoya 7.6
Carambola 1.0

Banana 0.17
Orange 0.09
Melon 0.02
Sum 403.8

출처 : Guy Hallman, IFT Comprehensive Review in Food Science and Technology
Vol. 10, (2011)

○ 태국 

- 2006년부터 이온화 에너지 조사한 과일류를 미국에 수출하기 시작함

․미국과의 수출 조건에서 과일은 곤충류와 식물 해충 구제를 위해 400 Gy로 이온화 에

너지 조사하여 검역처리하고 수출하도록 계약

․미국 정부가 인증한 업체에서 실시하여야 함

- 식물 위생증명서에 따라 수출국 검사증명서에 부기하여 이온화 에너지 조사를 실시함

․litchi의 경우, Peronophythora lichii(곰팡이류)가 제거되었음 증명하여야 함(수출국 검사

증명서에 명기)

- 목재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 기술은 아직 Pest risk analysis 단계임  

<표 5> Export of irradiated fruits from thailand to USA

Approved commodities
Export quantity (ton)

2007 2008 2009 2010*
Longan 147 1,637 805 217
Mango 23 38 1 -
Mangosteen - 436 380 113
Rambutan - 30 23 8
Lychee - - - -
Pineapple - - - -

Sum 170 2,141 1,209* 338

출처 : DOA, *Jan-May 2010

* 2009년도 태국과실의 작황부실로 인해 미국 수출량 감소

○ 멕시코

- 2008년 멕시코 정부는 구아바, 감귤, 망고 등이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용 과일

류의 이온화 에너지 검역관리 기준을 마련함(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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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ava는 최소 400 Gy의 이온화 에너지 조사를 해야 하며 선적 물품은 멕시코 국립식

물검역소(NPPO)에 의해 검사를 받아야 함

- 2011년 7월부터 식물검역을 위한 새로운 감마조사시설을 운영

<표 6> Export of irradiated fruits from Mexico to USA

Approved commodities
Tons of irradiated fruit exported per year

2008 2009 2010

Guava 257 3,521 9,121

grapefruit - 67 101

Mango - 35 239

Sweet lime - - 600

Manzano pepper - - 257

Sum 257 3,623 10,318

출처 : Guy Hallman, (2011)

○ 인도

- 2007년부터 미국으로 수출하기 시작한 인도산 망고는  400 Gy의 이온화 에너지 조사가 

요구됨

- Cytosphaera mangiferae, Macrophoma mangifera 같은 곰팡이류와 세균의 일종인 

Xanthomonas campestris pv.의 미국 내의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방법이 연

구되고 있음

- 2009년 기준으로 대미 망고 수출량은 130톤 규모임(표 4)

<표 7> Exported amount of irradiated Indian mango to USA

Approved commodities
Tons of irradiated fruit exported per year

2008 2009 2010

Mango 275 130 100*

출처 : Guy Hallman, (2011)

* 201년도 인도망고의 미국수송을 담당하던 항공기 노조의 파업 미국 수출량 감소

○ 그 외 국가

- 베트남은 16개 과실류 항목에 대해 대미 수출시 이온화 에너지 조사에 의한 식물검역

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9년 Dragon fruit의 경우 30톤을 수출하였음 

- 호주는 Mango, Lychee의 뉴질랜드 수출시 이온화 에너지 조사에 의한 식물 검역을 하

며, 한해 600톤 이상을 수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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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키스탄의 경우, 2011년 7월에 1.2톤의 chaunsa mango를 미국에 market trial 하였음

- 말레이시아의 경우, 2012년 람부탄의 미국 수출을 위해 이온화 에너지 조사 검역 기술 

이용하고 있음 

-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12년부터 포도의 대미 수출을 위해 이온화 에너지 조사에 의

한 식물검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상 2장 참고 출처: 수출용 농산물의 선진 검역관리를 위한 이온화 에너지 이용방안 연구

KAERI/RR-332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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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연구개발 수행 결과 요약 

 1. 연구세부목표별 연구개발 결과 요약

 가.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처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 개발 및 방사선 처

리 수입 오렌지 품질 평가

(1) 수출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최적 공정개발

     -  수출 농산물 품목별(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 파프리카, 화훼류 3종) 방사선 선종(감

마선, 전자선, X-선)에 따른 흡수선량 분포 및 선량률 측정하여 최적 상용화 공정 설정 

     ∙ 방사선 선종별, 포장박스별 선량 분포의 오차범위 평가에서 감마선 조사 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흡수선량 분포가 측정되었고, 선종중 전자선 조사 시 투과력의 한계가 있어 

화훼류는 상용화공정이 완성되었으나 과채류 상용화 공정을 위하여 향후 포장재 개량

이 요구됨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선종(감마선, 전자선, X-선)에 따른 흡수선량 분포 및 선

량율 측정하여 최적 상용화 시설에서의 공정 설정 완료 

∙ 감마선: 그린피아 기술 ㈜, 전자선 및 X-선: 서울방사선서비스(주), 이비테크에서 수행

     -  최적공정결과가 포함되어 소독기준처리 설정(검역본부 고시 2015-36호,‘15. 12. 02) 및 

표준절차지침(SOP)이 마련됨(첨부자료 1)  

   

   (2) 수출 농산물의 수입국 현지실증평가 및 방사선 식물검역 해외실증연구를 위한 정보 수

집 및 전략 수립 

     -  수출국 대상 실증 시험이 유럽, 미주, 동남아; 일본; 러시아 등 6개국 7회에 걸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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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각 실증시험 별로 현지 소비자 및 전문가의 품평평가를 실시하여 자료를 구

축함 

     - 전 실증연구에서 방사선 조사 수출농산물에 대해 우수한 품평평가 결과를 보였음

     - 병해충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

     - 러시아를 제외한 실등연구 지역에서는 방사선 조사처리 농산물에 대하여 거부감은 없

었음

     - 각 시험별 물품의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증, 수출 검역증, 수입신고서 등 화훼류 수출 

통관 및 검역 절차 자료 수집 

     - 2012년 10월 한국(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1차 IAEA/RCA Workshop

on Best Practice for Phytosanitary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여 Manual draft 공동작성 시작하여 2013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에서 2차 회의에서 공동 작성 및 감수를 거쳐 2013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3차 회

의에서 IAEA/RCA Training Course on Best Practice for the use of Irradiation as 

Phytosanitary treatment 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여 Best Practice Manual 최종안 도출 

∙ 최종안은 IAEA 간행물로 2015년 12월 출간 (IAEA　Technical report No. 481)

     - 전 세계 각국의 방사선 친환경 검역 소독처리 매뉴얼과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여 

“주요국의 친환경 소독처리 매뉴얼” 발간 (첨부자료 4)

  

   (3) 모델 시스템을 통한 방사선 조사된 수입 오렌지의 독성학적 안전성과 영양 건전성 및 

확인시험법 개발

- 수입 오렌지가 방사선 조사되었다는 가정아래 수입산 오렌지의 방사선 조사 유무를 확

인한 후 비조사 시료를 사용하여 영양 건전성, 독성학적 안전성, 방사선 조사유무 확인 

시험법 개발 및 평가를 수행

- 방사선 선종 및 선량에 따른 시료준비, 색도, 물성, 수분함량, pH, 총당, 환원당, 총고형

분, 산도 측정, 항상화 활성, 및 관능검사와 통계처리 따른 평가 완료 및 DB화 

     - 이온화 에너지(방사선) 조사된 수입오렌지를 독성학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 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별체계 구축을 위하여, EN 및 식품공전에 등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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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수입농산물(오렌지) 방사선 처리 평가 기준(안) SOP

를 마련함 (첨부자료 3).

 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병용처리 기술 이용 병해충 동시검역 융·복합 기술개발 및 대

량 검역공정 개발

     

   (1) 방사선과 병용처리에 의한 병해충 동시검역 기술개발 

     - 병용처리제인 NaDCC를 선발하여 수출농산물 7품목(배, 파프리카, 감귤, 고구마, 장미, 

국화, 백합) 방사선과 병용처리 평가를 한 결과 상당한 병해 제어효과가 있음을 확인

하였음.

     - 감마선과 NaDCC를 이용해 파프리카 수출시 문제가 되고 있는 잿빛곰팡이병과 담배나

방에 대해서 동시검역을 실시한 결과 감마선 400 Gy와 NaDCC 30 ppm 병용처리에서 

병해충을 모두 제어하는 효과를 확인함. 

     - 검역 및 저장성 병해충 동시검역 소독처리 매뉴얼 마련

     - 수출농산물 품목별(7개 품목) 방사선 병용처리(안) 제시(첨부자료 2)

   (2) 방사선종별(감마선, X-선, 전자선) 검역 및 저장성 병원균 감수성 평가

     - 식물 병원성 저장성/부패 관련 병원균 곰팡이 6종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Penicillium italicum, Rhizopus sp.Botrytis sp. Monilinia fructigena)에 대한 방

사선종별 감수성을 평가하고 D10 value를 산출하였음.

   ㆍ검역관련 병원균 2종 (Xanthomonas sp. Monilinia fructigena)을 또한 감수성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감귤괘양병 병균 (Xanthomonas sp.은 유사세균에 비해 방사선에 대해 

감수성을 나타냈음 

     - 선종별(감마선, X-선, 전자선)에 대해 감수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회귀식 기울기로 추

정되는 D10 value는 비슷한 결과를 확인함. 

  

   (3) 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Box별 실증연구 및 병해충에 대한 저장성 평가

     - 잿빛곰팡이병과 고구마 Rhizopus sp.에 대해서는 Box별 실증평가 결과 병용처리 및 단

독처리에 의해 병원균 억제가 확인되었으며,  병원균에 대한 저장성 평가결과 저장 기

간 동안 병원균 억제됨을 확인함.

     - 장미절화류에 문제시 되는 저장성병원균인 장미 Botrytis cinerea는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병용처리에서 병 제어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박스별 실증평가와 저장성 

평가 결과 병용처리에 의해 저장성 병원균 제어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국화 절화류에 문제시 되는 저장성병원균인 국화 Botrytis cinerea는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보다는 NaDCC 70 ppm 단독처리가 더욱 병제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 배 저장성병원균인 Penicillium expansum에 대해서는 감마선 600 Gy와 NaDCC 70 ppm 

병용처리에서 푸른곰팡이병 제어 효과를 확인함.

     - 감귤 궤양병 감염과실에서 방사선에 의한 멸균 조건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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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과 탄저병과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감마선 0.4 kGy와 EDN 4g을 병용처리

한 처리구에서 72.8%, 83.4%의 방제가를 각각 나타냄, 

   (4)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에 따른 검역 공정 개발

     - 농산물 수출시 문제가 되는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 제어를 위해 정립한 최적선량 및 

NaDCC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저장성 관련 병원균 제어는 물론 저장성 또한 증가됨을 

확인함. 일본 화훼류 수출 Market trial 대량 검역 공정 실증평가에 도입 

 다. 검역 대상 해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DB구축 및 친환경 훈증제 평가

   

   (1) 검역관련 해충 12종의 태별 방사선 유효선량 설정 BD구축

     - 방사선 선종에 따른 복숭아심식나방, 벚나무응애, 왕담배나방, 담배나방, 점박이응애, 

벗초파리, 감꼭지나방, 감나무애응애, 목화진딧물, 온실가루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 꽃

노랑총채벌레의 태별 유효선량 설정함.

     - 방사선 선종별, 검역관련 해충 태별 400 Gy이하에서 제어 됨

   (2) MeBr 대체 훈증제의 주요 수출 작물에 대한 중대규모 실증시험 및 이온화에너지와 훈

증제의 체계처리 중규모 실증연구

     - 수출 농산물 4종(사과, 파프리카, 절화백합, 포도)에 대한 중 대규모 실증시험 및 소독처리기준 

제안

       ·사과 검역해충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행 및 소독

처리기준 제안: PH3 2g/m3 for 5days

       ·파프리카 검역해충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

행 및 소독처리기준 제안: EF 16.7g/m3 for 2hrs

       ·절화백합 검역해충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행 및 

소독처리기준 제안: PH3 2g/m3 for 24hrs

       ·포도 검역해충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행 

및 소독처리기준 제안: EF 70g/m3 for 4hrs

       ·고구마 저장병에 대한 EDN 훈증제의 소독처리기준 대규모 실증시험 진행

           : EDN 20g/m3 for 2hrs

     - 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 가능 수출농산물에 대한 중규모 실증시험 및 제안

       ·사과 저장병에 대한 IRR+EDN 훈증제의 병행처리 기술 개발 및 중규모 실증시험 완

료: EDN 4g/m3 for 1hr + IRR 200Gy

       ·파프리카 저장병에 대한 IRR+EDN 훈증제의 병행처리 기술 개발 및 중규모 실증시험 

완료: EDN 4g/m3 for 1hr + IRR 200Gy

       ·절화류 검역해충에 대한 IRR+PH3 훈증제의 병행처리 기술 개발 및 중규모 실증시험 

완료: PH3 2g/m3 for 6hr + IRR 200Gy

 라.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수출농산물 품질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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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방사선 처리 후 수출 농산물의 임계 품질평가

     - 사과, 배의 감마선 및 X-선 처리시 공통적으로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에틸렌 발생량은 

감소하고 호흡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조직감을 나타내는 경도에서 상온저장 후

기에 방사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당도와 산함량은 처리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관능평가에서 상온 및 저온저장 후기에 400Gy 이상의 처리구에서 

맛에 의한 품질차이가 나타남. 

     - 두 방사선 종류의 비교에서는 X-선 조사가 같은 목표선량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비해 과

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작목에서는 사과가 배보다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

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을 나타냄. 

     - 포도의 감마선 처리 시 미생물 제어 효과가 확인되어 유통 중기까지 무처리에 비해 

400Gy 감마선 처리구의 신선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그러나 600Gy 이상의 감마선 처리

구는 과육 경도가 유통 중기부터 급격히 감소하였고, 400Gy의 경우 상온저장 5일 및 저

온저장 5주가 경과하면 서서히 무처리구와의 품질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음.  

     - 장미의 6품종 모두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흡수량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었고 목표선량이 높을수록 흡수량은 낮았으며 실제 절화수명이 위조현상으로 인해 단축

됨. 관상에 있어 품종고유의 특성을 저해하는 장해의 발생여부와 절화수명을 기준으로 

하여 각 품종별 한계 목표선량을 설정하였음. X-선 처리 시 감마선과 유사한 경향을 보

였으나 장해의 정도에 있어서는 감마선에 비해 다소 심한 경향을 나타냄. 

     -  국화의 경우 가장 수출이 많이 되는 품종인 백마와 백선은 감마선 처리 후 저항성이 

크게 차이가 났으며, 백마는 100Gy 부터 내부 설상화가 갈변되며 고사되는 정해가 나타

났고, 백선은 400Gy 까지도 개화지연 외에는 특별한 장해가 발견되지 않아 감마선에 저

항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사과와 배의 경우, 본 실험에서는 같은 흡수선량에서 

X-선 조사가 감마선 조사에 비해 과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향이었고, 작목

별로는 사과가 배보다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을 보여 저

항성이 높은 품목으로 판단됨. 

     -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질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표는 각 품목 및 품종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화훼의 경우 품목별로 또는 한 품목 안에서도 품종별로 장해의 종류

가 다양하고 저항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냄. 화훼는 각 품종에 대해 직접 조사하여 분

석해보지 않고는 이온화에너지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는 품종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작물의 종, 형태적 특성, 색깔 등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됨. 문헌에서도 다양한 화훼를 이용하여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저항성이 예측할 수 없게 품목별로 다양하고 한 품목에 대해서 감마선과 전자선이 다

른 저항성을 나타낸다고 하여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음.

     - 각 품목의 품질을 고려한 이온화에너지별 한계 흡수선량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으며, 

이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님. 본 연구의 목적은 검역의 대체기술로 이온화에너지 처리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농산물의 품질영향에 대해 평가

하고 품질에 문제가 없도록 그 한계선량을 설정하는 것에 있음. 농산물은 특성상 재배

환경에 따라 품질의 변이가 크고, 수출과정 중 환경에 대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러



- 53 -

한 변수를 고려하여 예상 소요기간의 2~3배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이에, 실제 

수출 과정 중 해상운송기간(2~5주, 저온), 검역, 현지유통(1주, 저온 또는 상온) 및 판매

기간(1주, 상온)과 변수를 고려하여 상온(18~20℃)에서 3주, 저온(0℃)에서 12주를 기준

으로 하였고, 그 기간까지 상품성을 유지하고 있는 선량을 한계 흡수선량으로 최종 결

정하였음. 따라서 이 기준은 수출국과 현지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

러나 선량 결정 시 다양한 변이에 대해 주의하고 소비되는 농산물의 내적 품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표> 원예작물 품목 및 품종별 한계 흡수선량 및 품질한계 지표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2절 각 세부,협동과제별 연구수행 결과 보고에 수록

 2. 방사선 식물검역 표준절차서(SOP) 개발    

 

 가. 방사선 식물검역 SOP 작성 

 (1)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

- 방사선 소독처리기준을 아래와 같이 신청방법과 절차를 구성하여 제 8협동과제(농림축

산검역본부) 각 세부, 협동과제로부터 신청을 받음

- 각 세부, 협동과제는 본 과제에서 설정한 공정 매뉴얼과 DB결과물을 바탕으로 고시규정

의 하기 정한 바에 따라 실증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함

□ 근거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검역본부 고시 2014-35호, ‘14.12.15.)

  ○ 소독처리기준 설정신청서(별지제27호), 소독시험 자료검토기준(별표7) 등

□ 자료 작성 방법



- 54 -

  ○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입하되,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

성하여 제출한다.

  ○ 신청서 5번 항목 시험결과에 감수성시험, 수착 및 침투성 시험, 식물체 영향평가시험, 

현장적용시험 결과를 작성한다.

    - 감수성 시험결과는 LC99 또는 LD99값이 산출되어야 하고, 태별 감수성 테스트 결과를 

포함해야 함

      * 이온화에너지 처리는 사멸이 아닌 발육저해, 산란저해 및 불임등으로 효과를 평가

할 수 있음

    - 수착 및 침투성 시험 결과는 훈증실(이온화에너지 처리실)내 여러 곳의 박스내부의 

농도(또는 흡수선량)를 측정하고, 내부의 해충이 사멸됨을 증명하는 결과 작성

      * 처리실내 농도 균일되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내부로 가스가 원활히 침투되는지 증

명되어야 함

      * 수용비별로 농도 차이 시험 결과 포함(훈증제에 한함)

    - 식물체 영향 평가 결과는 해충이 사멸되는 농도에서의 식물체의 영향 평가시 0~5 손상

단계 중에서 손상 정도가 1이하이어야 함

      * 다만, 손상정도가 1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메틸브로마이드 약제에 비하여 손상정도

가 적다면 허용 가능

    - 현장 적용시험 결과는 가장 내성이 강한 태(또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혼합태)로 2

회 반복 총 1000마리 이상 해충이 사용되어야 하며, 전부 사멸되어야 함

      * 2회 반복은 공시충을 두 개로 구분하여 반복하는 것도 포함됨

      ** 하늘소와 같이 공시충이 구하기 어려운 경우는 500마리 사용가능

      *** 완전 사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메틸브로마이드 약제에 비하여 살충 효과가 동

등이상의 수준이면 적합

  ○ 신청서 8번 항목 표준처리방법은 국내외의 현장 적용 프로세스를 서술

  □ 첨부서류

  

  ○ (효과입증 시험결과 자료) 동 결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문 또는 학회 발표자료 등

을 첨부

  ○ (적용 및 실용가능성의 근거자료) 외국의 기준 등 첨부

  ○ (현장 적용 표준 처리기준 자료) 국내외 처리 프로세스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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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

(제1쪽)

신청제목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회 사 명
전자우편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독처리

기준

처리방법 약제명

식 물 명 해충명

처리기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효과입증 시험결과 자료

2. 적용 및 실용 가능성의 근거자료

3. 현장 적용 표준처리기준 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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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① 신청제목

② 신청종류

③ 개 요

④ 시험방법

⑤ 시험결과

⑥ 자료출처

⑧ 표준처리방법

작 성 방 법

① 신청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신청 종류: 훈증처리, 방사선조사 등 해당 처리 종류를 적습니다.

③ 개요: 처리기준내용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시험 방법: 시설 및 장비, 시험방법, 살충효과 평가방법 등의 시험방법을 구

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실험실 조건, 현장조건이 다르다면 조건별

로 작성합니다.

⑤ 시험결과: 해충감수성 평가, 침투․수착성 평가, 식물영향평가, 현장적용시

험 등 시험결과를 기술합니다.

⑥ 자료출처: 발표된 학술논문명, 보고서명 등 자료출처를 적습니다.

⑦ 표준처리방법: 현장에서 적용할 때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처리에 

관한 상세방법을 기술합니다.(외국의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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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7]

소독시험 자료 검토 기준

1. 해충 감수성 시험

  1.1. 대상해충의 태별 감수성이 평가되어 약제 등 내성이 강한 태가 확인되어야 한다.

  1.2. 제1.1항의 내성이 강한 태에 대하여 살충농도 LC99값이 통계적으로 산출되어야 한다. 

다만, 태별 감수성 평가가 어려운 해충의 경우는 혼합태의 살충농도로 대체될 수 있다.

2. 수착 및 침투성 시험

  2.1. 용적율별로 가스의 수착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착율이 반영되어 소독약량 

등 소독처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온도별로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할 경

우는 온도별 수착 정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다.

  2.2. 훈증처리 시간이 2～3시간인 경우는 15～20분정도, 24～48시간인 경우는 2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가스가 피훈증물 내부에 균일하게 침투되어야 한다.

3. 식물체 영향 평가시험

  3.1. 소독처리후 식물체에 대한 약해 등 부정적 영향 정도를 정도가 커지는 순서로 0부터 

5까지로 구분하였을 때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1이하 이어야 한다.

  3.2.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방법인 경우 3.1항의 약해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메틸브로마

이드 처리에 비하여 약해 등 부정적 영향이 동등하거나 적을 때는 검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현장 적용 시험

  4.1. 현장 적용 시험에 사용된 해충은 가장 내성이 강한 태(1.2항에 따른 태 구별이 어려

운 경우 혼합태)로 2회 반복하여 총 1,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완전 사멸되어야 한다. 

다만, 하늘소류와 같이 공시충 확보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등 확보가 어렵다고 인

정되는 경우 공시충 수가 500마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2.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방법인 경우 4.1항의 완전 사멸조건을 미달한다 하더라도, 

시험 등의 방법으로 메틸브로마이드 처리기준과 비교하여 살충수준이 동등하거나 높을 

때는 검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 58 -

(2) 수출입 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 

   - 방사선조사기준 설정을 위한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개정(‘14.12.15.)

      (1) 소독처리기준의 요건, 기준 설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제37조~40조까지 신설

    - 대학, 연구기관에서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 접수(‘15.6.~8.)

      (1) 9개 소독처리기준안 : 7개 품목(방사선 조사 처리)

    -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안 평가 및 심의 추진계획 보고(‘15.7.)

      (1) 기준안 검토 세부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일정 등

    - 소독처리기준안 검토 보고(‘15.8.)

      (1) 9개 소독처리기준안 중 6개 상정, 3개안은 추가자료 요구

    - 소독처리기준 설정(‘15.9.) 및 규정 고시(제2015-36호’15.12. 02.)

      (1) 상정된 6개 기준안 전부 통과(단, 1개안은 조건부 통과)

    - 비상정안 3개안 추가신청 (’15.11.) 심의 진행 중

 나. 방사선 식물검역 SOP 요약

1. 서 론

방사선 조사(irradiation)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거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처리이다. 방사선 조사 과정에서 에너지가 방사

선원에서 처리대상 제품으로 이동한다. 방사선 처리의 매개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품목 흡수하는 전리 에너지의 양이다. 이를 “흡수선량” 또는 “선량”이라 한다. 위생 목적으

로 식품 또는 식물에 방사선조사처리를 할 수 있다.

표 1. 식품 방사선 조사 응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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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그레이) 기술 목표 제품 예

0.1 발아 억제 마늘, 양파, 감자, 참마류

기생충 박멸(Trichinella spiralis) 돼지 지육 

해충 사멸
식물검역
오염방지

신선과일 및 야채
건어물, 건과일, 두류

1 숙성 지연
병원체 불활성화
(Salmonella, Campylobacter...)

일부 신선 과일

육류, 가금류, 어류, 해산물
신선 또는 냉동

방사선이 가진 소독효과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한 위생 조치로 활용된다.

○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하고, 저장수명이나 보관기간을 감소시키며, 사용하려는 목적에 허

용불가능한 수준의 제품 오염을 일으키는 미생물

○ 육류을 오염시키는 기생충

○ 수확 후 발생되는 해충 

방사선은 식물의 생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위생조치로도 활용된다.

○ 발아 억제

○ 노화 지연

○ 숙성 지연

또한, 방사선은 유해 병해충의 유입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목적으로 이용되며,

대상 병해충의 사멸은 물론, 발육억제, 번식불능화, 불활성화와 같은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소독처리는 수출 전에 이루어지거나 수입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국간의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선량(그레이) 기술 목표 제품 예

미생물 불활성화
저장수명 연장
위생 개선

육류, 가금류, 어류,
건식재료, 향신료

10 살균 환자용 특별식, 우주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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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 소독처리의 목적

식물검역 소독처리의 목적은 규제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막는 것이다. 소독처리로서 방

사선조사는 아래와 같은 소독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유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우화 또는 부화 억제

- 불활성화

- 살충

- 불임(생식 저해) 및 발육저해

○ 살충효과     

대부분의 화학 물리적 소독처리에서 요구하는 프로빗 9 수준의 살충효과를 방사선처리에

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역관이 방사선조사 식물을 수입항에서 검사할 경우 살아있는 해충

을 발견될 수 있으나, 이는 방사선 조사 처리의 소독효과 판별기준이 살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는 양국간의 협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방사

선조사 식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대상 식물이 외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

고, 수출자가 외국 도착시 살아 있는 해충이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한 경우라면 조사처리가 

가능하다.

3. 방사선 소독처리의 방법

이온화 방사선원은 3가지 형태가 있다.:

- 감마선(코발트-60 또는 세슘-137)

- 10MeV 이하의 전자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전자선

- 5MeV 이하의 X선

방사선의 흡수선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Gy이다.

산소농도를 낮추는 등의 공기조성이 변경한 조건에서는 소독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저산소 환경조건에서 방사선조사는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원하는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 처리시 피조사물품의 모든 부분에서 최소흡수선

량(Dmin) 이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상품 롯트 구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 물품이 최소 

흡수선량 이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일정 부분은 최소 흡수선량보다 높은 선량으

로 조사될 수 있다. 모든 소독처리는 인증된 선량 측정 시스템에 따라 최소흡수선량 이상으

로 조사되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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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별 품목별 방사선 적용 소독처리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두가지 해충을 처리하는 경

우 피조사물품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소흡수선량이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방사선 적용 소독처리기준>

4. 방사선 흡수선량의 측정

방사선 흡수선량은 대상품목의 질량당 흡수된 에너지의 양이다. 흡수선량 측정 시스템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정되어야 한다.

○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

평상적인 소독처리에 앞서 최고 및 최소 흡수선량 지점이 각 소독처리양식에대하여 조사

되어야 한다. 소독처리양식은 처리시설별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흡수선량 분포

도 조사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처리되는 물품의 밀도 및 구성

- 상품의 진행방향, 적재방법, 부피 및 포장

- 형태 및 크기

검역본부는 방사선 소독시설의 인증과정에서 상품의 포장배열, 배치 및 상품 밀도 등에 따

른 각각의 처리양식에 대하여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오직 검역본부에서 

승인한 처리양식만 실제 소독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일반적인 소독처리 중 선량측정기의 수와 위

치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흡수선량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과 같다.

대상품목 해충명 효과판정기준 최소흡수선량

수출 국화 목화진딧물 F1세대 성충우화억제 전자선 193Gy

수출 장미 담배가루이 알 부화 억제 전자선 138Gy

수출 파프리카 왕담배나방 성충 우화 억제
전자선 206Gy
엑스선 182Gy
감마선 225Gy

수출 파프리카 담배나방 성충 우화 억제 감마선 254Gy

수출 사과 복숭아심식나방 성충 우화 억제 감마선 198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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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사선 시설의 승인

5.1 시설의 요건

방사선 소독시설은 검역기관의 승인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 소독시설에서 규제해충을 전파할 수 있는 식물류의 방사선 소독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붙임 1)

○ 방사선 소독시설 장비

- 감마선, X선, 전자선 조사 시설 중 하나이어야 한다.

○ 방사선 소독처리 능력

- 수행인력의 기술과 지식 보유 여부

- 사용 가능한 장비와 장비의 정비 여부

- 양질의 품질 시스템의 존재와 정비 여부

○ 흡수선량 측정 시스템 보유 여부 및 기록 가능 여부

○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 여부

○ 소독처리 이후 병해충의 (재)출현이나 (재)오염 위험 방지 가능 여부

○ 문서의 통제와 활용 및 기록 유지 여부

5.2. 신청 및 확인 절차

① 소독시설 확인 신청(붙임2)

신청인은 소독시설 확인 신청서(붙임 4)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역본부에 신청한다.

② 소독시설 현장 확인(붙임3)

검역관은 모든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검역관은 소독시설 확

인 신청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표준운영과정을 점검하고, 방사선 선량 측정 장

치를 검사하며, 개인 안전 장비 등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 검사시 소

독 완료된 식물류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방사선 소독시설은 해

충 침입이 막을 수 있는 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검역관은 또한 방사선 선량 

분포도 조사과정을 확인하고 데이터 생산 및 기록 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③ 확인증 교부(붙임 5)

현장 점검결과 시설 요건에 적합한 경우 확인증을 교부한다.

④ 시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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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저장성병원균 제어설정(안)

 가. 개요

- 최근 국제 무역화에 따라 국내 신선 과실 및 화훼류의 수출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과실 및 화훼류 수출과정 중 저장성병원균 발생으로 인해 수출국에서 소독명령에 

따른 약해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를 시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제적으로 저장성병원균 사멸을 위해 Methyl Bromide (MeBr) 등 화학훈증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오존층 파괴 및 환경오염등 피해로 인해 친환경 대체 방안으로 이온화에너지(방사

선) 실용화 조사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감마선 처리는 높은 투과력을 바탕으로 병해충을 사멸하는 기술로서 2004년 미국 

FDA(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과일에서 1 kGy의 사용을 허가하였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설보유자는 재확인을 요청하여 검역본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소독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독처리 프로세스의 변경

- 소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 프로세스 변경

- 방사선원의 재배열 또는 변경

1년에 1회 방사선 소독시설의 구비요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재교부

한다. 방사선 시설의 특징은 붙임 2와 같다.

6. 방사선 처리의 기록

방사선 소독처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전체적인 방사선 조사처리의 완성시키

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독처리의 실패는 해충이 검출될 때가 아니라 표준처리절차를 적절

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이른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입력, 출력, 요약, 분석 등이 전자적

인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붙임 1. 방사선 처리시설의 기준

2. 방사선 처리시설의 확인방법

3. 방사선 처리시설 구조명세서

4. 방사선 처리시설확인신청서

5. 방사선 처리 시설확인서

6. 방사선 조사 처리 프로세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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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1 kGy 감마선처리는 과일 및 화훼류 병원균들을 완전하게 사멸시키지 못하며 과일의 

품질(이·화학적 품질)을 악화 시킴.

  -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해 농산물 저장성 병원균을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1 kGy 

이상의 선량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농산물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균 6종 (Botrytis cinera, 

Rhizopus stolonifer, Penicillium italicum, Penicillium expansum, Monilinia fructigena, 

Botrytis elliptica)에 대하여 1 kGy 이하의 감마선조사와 다른 살균처리제(NaDCC, Nano Ag, 

NSS 등)를 병용하여 충분한 살균력 증가와 방사선 선량의 감소를 통한 저장성병원균 제어 

및 품질 보존이 가능한 병용처리 기술을 확립하였음. 

나 품목별 방사선 병용처리(안) 요약

•공통내용

- 감마선 조사는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 사용하였으며 600 Gy/hr 조사하였음.

- NaDCC는 실험 진행시 항상 신선한 Solu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음.

품 목 병원균 병용처리 조건

과실 

및 

채소류

파프리카 Botrytis cinerea
·NaDCC 3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400 

Gy 조사

배
P e n i c i l l i u m 

expansum

·NaDCC 7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200 

Gy 조사

감귤
P e n i c i l l i u m 

italicum

·NaDCC 10 ppm에 3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400 

Gy 조사

고구마
R h i z o p u s 

stolonifer

·NaDCC 1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600 

Gy 조사

화훼류

장미 Botrytis cinerea
·NaDCC 70 ppm 30 mL(3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

이 살포 후 감마선 200 Gy 조사

국화 Botrytis cinerea
·NaDCC 70 ppm 150 mL(15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이 

살포 

백합 Botrytis elliptica
·NaDCC 100 ppm 100 mL (5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이 

살포 후 감마선 150 Gy 조사

다. 기주별 방사선 병용처리(안) 기술

(1)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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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방법

 ❍ 저장성병원균 배양

- 파프리카 저장성병원균 Botrytis cinerea은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e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음. 저장성병원균 곰팡이는 감자한천

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2℃∼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

보하였음.

 ❍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

선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 관찰방법 

- B. cinerea를 인위적으로 파프리카 윗부분 4곳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

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

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파프리카 상자(45 cm x 29.5 cm x 17.7 cm)에 접종한 20∼25개씩 

넣은 후 24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

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은 2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 감수성 테스트 결과

  - B. cinerea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950 Gy로 확인되었으며, 4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4 KGy에서는 B. cinerea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4 kGy 조사시 파프리카에

서는 약해가 발생하기에 낮은 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

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0, 10, 20, 30, 5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 800, 1200 Gy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주일 관찰하였음. NaD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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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ppm 과 감마선 4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

음 (Chu et al., 2015)

 ❍ 실증연구 결과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파프리카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400 Gy

조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400 Gy와 NaDCC 3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병발생률 병반 사이즈

❍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파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프리카에 200, 400, 600, 800, 1000,

12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7℃에서 7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600 Gy 이상 처리

시 경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1000 Gy 처리시에는 약 28% 경도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400 Gy에서는 큰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Yoon et al., 2014). 이상의 결과에 따라 

파프리카 잿빛곰팡이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400 Gy와 NaDCC 30 ppm 임을 알 수 

있음.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Chu, U.H., Shin, E.J., Park, H.J., Jeong, R.D. 201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 for control of postharvest Botrytis cinerea of cut rose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y 115, 22-29.

  - Yoon, M., Jung, K., Lee, K-Y, Jeong, J.Y., Lee, J.W., Park, H.J. 2014. Synergistic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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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dichloroisocyanurate to control gray mold on paprika.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y 98, 103-108.

 - 국내특허 출원번호: 10-2014-0147873       

(2) 배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배 저장성병원균 Penicillium expansum은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e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음. 저장성병원균 곰팡이는 감자한천배

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P. expansum 을 인위적으로 배 2곳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

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배(나주) 9구 상자(50 cm x 30 cm x 12 cm)에 접종한 9개씩 넣은 

후 24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

시하였으며, 실험은 2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P. expansum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344 Gy로 확인되었으며, 2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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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KGy에서는 B. cinerea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2 kGy 조사시 파프리카에

서는 약해가 발생하기에 낮은 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0, 10, 30, 50, 7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 600 Gy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0일 관찰하였음. NaDCC 70 ppm 

과 감마선 2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Jeong 

et al., 2015)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배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200 Gy 조사 선

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에 200, 400, 6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7℃

에서 2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200 - 600Gy 처리시 경도 및 생중량의 변화등 물

리적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Jeong et al., 2014). 이상의 결과에 따라 파프리카 잿빛

곰팡이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임을 알수 있다. 

Dose (kGy) Firmness (Ib/inch2)
0 days 10 days 20 days

0 14.5 a 13.7 a 12.5 a
0.2 14.0 a 13.5 a 12.3 a
0.4 14.3 a 13.3 a 12.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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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lues in colum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

* Values in colum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Jeong, R.D., Chu, E.H., Shin, E.J., Lee, E.S., Kwak, Y.S., Park, H.J. 2015. Antifungal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dichloroisocyanurate against Penicillium expansum on pears. 

Letters in Applied Microbiology In press. 

- 국내특허 출원번호: 10-2015-0051089      

(3) 감귤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감귤 저장성병원균 Penicillium italicum은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e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음. P. italicum 곰팡이는 감자한천배지

(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시간당 600Gy 조사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0.6 14.3 a 13.4 a 11.9 b

Dose (kGy) Weight loss (%)
0 days 10 days 20 days

0 0 a 0.81 a 1.48 a
0.2 0 a 0.79 a 1.45 a
0.4 0.02 a 0.77 a 1.44 a
0.6 0.02 a 0.75 b 1.4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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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P. italicum 을 인위적으로 감귤 2곳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

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감귤(온주밀감) 50개 상자(43 cm x 33 cm x 16 cm)에 접종 후 24

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

으며, 실험은 2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P. italicum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222 Gy로 확인되었으며, 800 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800 Gy에서는 P. italicum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800 Gy 조사시 감귤에서

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

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0, 2, 4, 6, 8, 1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 Gy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0일 관찰하였음. NaDCC 10 ppm 과 

감마선 4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Chu et 

al., 2015).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숫자: Alanine pellet 표지 부분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감귤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400 Gy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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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400 Gy와 NaDCC 1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병발생률>

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감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에 200, 400, 6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4℃에서 2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200-600Gy 처리시 Total soluble solids (총고

형물), 당량, ascorbic acid (아스코브산), 적정산도등 물리적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Zhang et al., 2014).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감귤 푸름곰팡이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400 Gy와 NaDCC 10 ppm 임을 알수 있다.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Chu, E.H., Shin, E.J., Park, H.J., Jeong, R.D. 2015. Inhibitory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for control of postharvest blue mold decay of Satsuma mandarins. Submitted in 

European Journal of Plant Pathology.

- Zhang, K., Deng, Y., Fu, H., Weng, Q. Effects of Co-60 gamma-irradiation and refrigerated 

storage on the quality of Shatang mandarin. 2014. Food Science and Human Wellness. 3, 9-15.

- 국내특허 출원번호: 10-2015-0051938    

(4) 고구마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고구마 저장성병원균 Rhizopus stolonifer은 수출되어지는 해남지역의 해남고구마에서 발

생한 곰팡이병원균을 순수분리하여 사용함. R. stolonifer 곰팡이는 감자한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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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시간당 600Gy 조사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R. stolonifer을 인위적으로 고구마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고구마(해남지역) 12개 상자(44 cm x 32 cm x 18 cm)에 접종 후 24

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

으며, 실험은 2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R. stolonifer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540 Gy로 확인되었으며, 3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3 kGy에서는 R. stolonifer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3 kGy 조사시 고구마에

서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1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600 Gy

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20일 관찰하였음. NaDCC 10 ppm 과 감마선 6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Jeo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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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숫자: Alanine pellet 표지 부분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고구마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600 Gy 조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병용처리인 감마선 600 Gy와 NaDCC 1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고구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에 6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4℃에서 

3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조사된 고구마의 생중량, 색깔, 경도 등 물리적 변화

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Jeong et al., 2014). 이상의 결과에 따라 고구마 무름병 제어 최

적 조건은 감마선 600 Gy와 NaDCC 10 ppm 임을 알수 있다.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Jeong, J.Y., Yoon, M.C., Lee, K.Y., Jung, K., Kim, H.J., Park, H.J., Jeong, R.D. 2014. Effect 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dichloroiscocyanurate on postharvest 

Rhizopus soft rot of sweet potato. Journal of Plant Diseases and Protection, 121, 243-249.

(5) 장미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장미 저장성병원균 Botrytis cinerea는 수출장미 지역인 전북 전주(기업명: 로즈피아(주)) 

농가에서 발생한 잿빛곰팡이병원균을 순수분리하여 사용함. B. cinerea 곰팡이는 감자한

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

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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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시간당 600Gy 조사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B. cinerea를 인위적으로 장미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

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

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장미 2품종(Shootingstar와 Babe) 각각 6개 상자(25 cm x 22 cm x 

60 cm)에 접종 후 24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B. cinerea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855 Gy로 확인되었으며, 3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3 kGy에서는 B. cinerea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3 kGy 조사시 장미품종에

서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7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200 Gy

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20일 관찰하였음. NaDCC 70 ppm 과 감마선 2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Chu et al., 2015).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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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 Alanine pellet 표지 부분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장미(Shootingstar와 Babe 품종)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

하여 감마선 200 Gy 조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단, 9번과 10번은 물이 담김 물받침대여서 흡수선량이 낮게 나타났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에 2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4℃에서 

1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조사된 장미의 생중량, 물흡수량, 개화률 등 물리적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Chu et al., 2015). 이상의 결과에 따라 장미 푸른곰팡이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임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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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otingstar>

                                                 

<Babe>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Chu, E.H., Shin, E.J., Park, H.J., Jeong, R.D. 201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 for control of postharvest Botrytis cinerea of cut rose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115, 22-29.

(6) 국화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국화 저장성병원균 Botrytis cinerea는 수출장미 지역인 전북 전주(기업명: 로즈피아(주)) 

농가에서 발생한 잿빛곰팡이병원균을 순수분리하여 사용함. B. cinerea 곰팡이는 감자한

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

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시간당 600Gy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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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B. cinerea를 인위적으로 장미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

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

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국화 1품종(백마) 4개 상자(100 cm x 36 cm x 23 cm)에 접종 후 24

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

으며,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B. cinerea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997 Gy로 확인되었으며, 3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3 kGy에서는 B. cinerea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3 kGy 조사시 장미품종에

서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50, 70, 10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

을 100, 150 Gy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4일 관찰하였음. NaDCC 70 ppm 단

일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Jeong et al., under review).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숫자: Alanine pellet 표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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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국화(백마품종)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150 

Gy 조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

음. 

-  NaDCC 7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수출용 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화에 1 KGy까지의 감마선을 처

리 후 4℃에서 2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조사된 국화의 물소비량, 개화률 등 

물리적 변화 확인 결과 Control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Jeong et al., Und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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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Jeong, R.D., Chu, E.H., Shin, E.J., Park, H.J.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cidhloroisocyanurate on gray mold of cut chrysanthemum flowers. Under review in Journal of 

Plant Diseases and Protection. 

(6) 백합

(가) 시험방법

① 백합 잎마름병원균 배양

   - 백합 잎마름병원균 Botrytis elliptica는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e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음(KACC 43461). 병원균 곰팡이는 감자

한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2℃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

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10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B. elliptica를 인위적으로 백합 잎 절편 10개를 3L 용기의 한천 판에 꽂아 수분을 유지시

키면서 잎에 병원균 현탁액을 분무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

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

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⑤ 실증연구

 -  수출용 백합 상자( 36 cm x 30 cm x 100 cm)에 접종한 절화 백합을 50본씩 넣은 후 24시

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으

며,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B. elliptica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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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약 526 Gy로 확인되었으며, 2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Kim and Yun, 2014).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2 KGy에서는 B. elliptica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2 kGy 조사시 백합에서 약

해가 발생하므로 낮은 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

리 실시하였음. NaDCC를 0, 40, 100, 20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150 Gy

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주일 관찰하였음. NaDCC 100 ppm 과 감마선 15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Fig. 1).

③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백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합에 1000, 20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상온에서 1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1000 Gy 이상 처리시 꽃봉오리 끝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목이 꺾이며, 개화가 진전되지 않고 초록색으로 봉오리가 남가나, 봉오리의 색이 

초록에서 흰색으로 변하나 개화로 진행되지 않았음(Kim et al., 2015). 이상의 결과에 따라 백

합 잎마름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150 Gy와 NaDCC 100 ppm 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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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Phytotoxicity of gamma irradiation of 1 and 2 kGy on cultivar Siberia lily 
cuttings. Photos were taken 3-10 days after irradiation depending on the symptoms. 
Damages on budding tip of flower (A), flower necks were bent (B), and damages were 
shown on the colored budding and stop to flowering process (Kim et al., 2014).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Kim, J.-H. and Yun, S.-C. 201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 

on lily leaf blight pathogen, Botrytis elliptica, and the disease development. Research in 

Plant Disease 20, 71-78.

-  Kim, J.-H., Koo, T.-H., Hong, S.-J. and Yun, S.-C. 2014. Application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s on several varieties of oriental hybrid lily to control leaf 

blight. Research in Plant Disease 20, 79-86.

 4. 수입농산물(오렌지) 방사선 처리 평가 기준(안) 

가. 개요

- 최근 국제 무역화에 따라 국내 신선 과실 및 화훼류의 수출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과실 및 화훼류 수출과정 중 저장성병원균 발생으로 인해 수출국에서 소독명령에 

따른 약해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를 시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제적으로 저장성병원균 사멸을 위해 Methyl Bromide (MeBr) 등 화학훈증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오존층 파괴 및 환경오염등 피해로 인해 친환경 대체 방안으로 이온화에너지(방사

선) 실용화 조사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됨.

- 감마선 처리는 높은 투과력을 바탕으로 병해충을 사멸하는 기술로서 2004년 미국 

FDA(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과일에서 1 kGy의 사용을 허가하였

으나, 1 kGy 감마선처리는 과일 및 화훼류 병원균들을 완전하게 사멸시키지 못하며 과일의 

품질(이·화학적 품질)을 악화시킴.

-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해 농산물 저장성 병원균을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1 kGy 

이상의 선량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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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농산물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균 6종 (Botrytis cinera, 

Rhizopus stolonifer, Penicillium italicum, Penicillium expansum, Monilinia fructigena, 

Botrytis elliptica)에 대하여 1 kGy 이하의 감마선조사와 다른 살균처리제(NaDCC, Nano Ag, 

NSS 등)를 병용하여 충분한 살균력 증가와 방사선 선량의 감소를 통한 저장성병원균 제어 

및 품질 보존이 가능한 병용처리 기술을 확립하였음. 

 나.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법의 표준처리절차(안) (SOP)

 - 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별체계 구축을 위하여, EN 및 식품공전에 등재된 방

법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SOP를 작성하였다.

(가) 광 자극발광(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시료 준비는 차광조건으로 클린벤치에서 한다.

② 오렌지는 껍질 부위를 이용하고 가위를 사용하여 0.5×0.5 cm 크기로 절단한 후 지름 5

cm의 페트리디쉬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페트리디쉬의 뚜껑을 

덮은 후 파라필름으로 고정시킨다. 각 시료에 대하여 2개의 검체를 조제하며, 시료가 바

뀔 때마다 사용한 도구는 에탄올로 깨끗이 닦아준다.

§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검체가 담긴 페트리디쉬를 PSL 기기에 넣어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를 측정하며 2개 

검체에 대한 측정값들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단, 2개의 측정값 간에 판정이 다를 때

에는 4회 추가시험을 하여 총 6회 측정값 중 가장 높은 2회 측정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③ 1st PSL을 측정하고, 1 kGy로 재조사 (re-irradiation)를 실시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2nd

PSL을 측정한 후 PSL 비를 구한다.

§ 판정

① 광 자극발광(PSL) 분석법은 방사선조사 여부를 스크리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측

정값이 T1 (700 count/60초) 미만이면 음성시료 (Negative,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시

료)로 판정하고, T2 (5,000 count/60초) 초과이면 양성시료 (Positive,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로 한다.

② 측정값이 T1～T2의 값을 나타내면 중간시료 (Intermediate,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시료)로 한다.

③ PSL 비가 10 미만인 것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10 이상인 것은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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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정한다.

④ 양성시료와 중간시료는 최종 확인시험으로 2) 열 발광 분석법에 따라 시험하여 그 결과

의 판정에 따른다.

(나) 열 발광(Thermoluminescence, TL)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모든 검체조제는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약 30개의 오렌지 껍질을 분석에 사용한다. 시료의 표면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표면에 

혼입된 광물질을 분리시킨다. 나일론 여과포를 통과한 여액이 1 L 비커에 가득 차면 5

분 동안 방치하여 광물질을 침전시킨 다음 비커를 기울여 물을 비운다. 나머지 시료를 

세척하여 비커에 광물질과 소량의 유기물이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시료 세

척이 모두 끝나면 광물질이 침전하도록 기다린 후 비커를 기울여 물을 최대한 비우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남은 광물질을 시험관으로 옮긴다.

③ 광물질에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 5 mL를 넣고 약 5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④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을 제거한다.

⑤ 증류수 5 mL를 가하여 세척한 후 제거한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한다.

⑥ 1 N 염산 2 mL를 가하고 10 분간 방치한다.

⑦ 1 N 암모니아수 2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10분간 방치한다.

⑧ 증류수 5 mL를 가하여 세척한 후 제거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다.

⑨ 아세톤 5 mL을 가하여 세척

§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① 측정용기를 증류수로 세척하고 5 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아세톤으로 2～3회 세척하고 

다시 5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건조시킨 다음 먼지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② 검체조제에서 조제된 광물질 0.1～5.0 ㎎을 측정용기에 옮기고 실리콘스프레이를 사용하

여 고정시킨 다음 50℃ 건조기에서 16시간 방치한다.

③ TL 측정 조건 

㉮ 초기온도 : 50℃

㉯ 온도상승률 : 5℃/초

㉰ 최종온도 : 350～500℃

㉱ 질소 (99.999% 이상)

④ 글로우 1을 측정하고, 1 kGy로 재조사 (re-irradiation)를 실시한 후 글로우 1과 동일한 

조건으로 글로우 2를 측정한 후 TL 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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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시험의 글로우 1을 측정하여 최저검출한계를 구한다.

⑥ 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이 최저검출한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한다.

§ 판정

① 글로우곡선의 모양, 온도범위 및 TL 비로서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한다.

②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시료는 특징적인 글로우곡선을 나타내지 않거나 300℃ 이상에서 

자연방사능에 의한 곡선을 나타낸다.

③ 방사선 조사된 시료는 150～250℃ 부근에서 최대강도를 보이는 글로우곡선을 나타낸다.

④ TL 비가 0.1 이상인 것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0.1 이하인 것은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다) 전자스핀공명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y, ESR)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오렌지의 껍질을 사용하며 0.5×0.5 cm 크기로 절단한다.

② 시료 20 g을 96% ethyl alcohol 100 mL와 혼합하여 10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시료를 압

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50℃ 오븐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한다.

③ 건조된 시료를 막자사발로 분쇄하고 20 mesh의 체를 이용하여 입자를 균일하게 한 후 

약 200 ㎎을 ESR tube에 충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 시험조작 

①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는 파워는 0.4 mW로 한 후 신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modulation width와 amplitude를 조절한다.

§ 판정

①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비조사 식품에서 나타나는 중심부의 신호 왼쪽(저자장)과 오른쪽

(고자장)에 셀룰로오스 라디칼에 의해서 생성되는 한쌍의 피크가 약 6.0 mT의 공간을 

두고 나타나면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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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각 세부 협동과제별 연구수행 결과 보고

1.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처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 

개발 및 방사선 처리 수입 오렌지 품질 평가 (세부과제1, 한국원자력연구원)

 가. 수출입 농산물의 방사선 조사와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 개발 (세부과제 1, 한국원자력연구원)

(1) 수출 농산물 포장 Package별 감마선 흡수선량 분포측정 

      ○ 각 포장 박스별 규격 

번
호

조사품목
박스포장크기

(㎝*㎝*㎝)
개당무게

(g)
제품밀도
(g/cm3)

포장재

1 사과 10kg 45.0 * 30.0 * 21.0 400∼430 1.2 ∼ 1.3 골판지박스

2 배 7.5kg 55.0 * 36.5 * 13.0 850∼900 1.1 ∼ 1.3 골판지박스

3 감 10kg 40.0 * 30.0 * 23.0 200∼220 1.2 ∼ 1.3 골판지박스

4 감귤 5.0kg 36.6 * 26.0 * 12.5 180 ~220 1.4 ~ 1.5 골판지박스

5 장미 21.5 * 23.0 * 58.0 200 ~ 220 골판지박스

- 각 수출 농산물 포장 박스별 Alanine pellet 를 아래와 같이 각각 27개씩 부착 하여 (그림) 감마

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감귤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설계) (단감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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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 농산물 포장박스별 감마선 회전조사 실시

(수출용 농산물 품목별 감마선 회전조사)

(수출용 농산물 품목별(배) 감마선 회전조사 결과)

- 방사선을 고르게 분포하기 위해서 회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alanine dosimeter를 부착하여 각 

target 선량별로 선원간의 거리 조사시간을 조절하여 최종 흡수선량 값을 구하였다.

- 각 수출 농산물 품목별 (사과, 배, 단감, 화훼 등) 포장 박스별 선량분포를 확인한 결과 Target선

량에 비해서 오차값이 ±10% 내외로 측정이 되었다.

(2) 수출 농산물 포장 Package 별 전자선 흡수선량 분포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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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대차를 이용한 선량계 측정

(흡수선량 측정을 위한 이송대차 기준 흡수선량 측정)

∙ 선량계 : Alanine pellet

∙ 전류밀도 : 0.5㎃(10MeV/5KW)

∙ 이동속도 : (17.4m/min 다이얼 6), (20.5m/min 다이얼 7), (24.4m/min 다이얼 9)

∙ 이동횟수 : 각각 5회선량계 간격 : Center(55cm)에서 좌/우 15cm 간격으로 총 5개 부착

∙ 이송대차높이 : Window에서 100cm

(이송대차 이용 시 이동속도별 흡수선량 분포도)

∙ 이송대차의 바닥면 흡수선량을 측적 해본 결과 속도에 따라 흡수선량의 변화는 있지만 위치

에 따른 흡수선량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선량계가 위치한 바닥면까지 아무런 방해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다.

- 이송대차를 이용한 수출 농산물 (사과) 흡수선량 분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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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크기 : ∅87㎜ X 75㎜

∙ 상자크기 : 51.0㎝ X 35.5㎝ X 12.5㎝

∙ 전류밀도 : 0.5㎃ (10 MeV / 5kW)

∙ 이동회수 : 왕복2회

(이송대차 이용한 전자선 조사 시 사과의 흡수선량 분포 측정)

∙ 시료의 크기와 박스의 규격에 따라 흡수선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Dial 6으로 전자선 조사 공정을 하였을 경우 방사선 식물검역용으로 요구되는 허가 

선량에 (Min 400Gy, Max 1.0kGy) 충족하는 조건을 이룰 수 있다.

- 이송대차를 이용한 수출 농산물 (배) 흡수선량 분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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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크기 : 배(∅110mm x 100mm)

∙ 박스크기 : 배(51.0cm x 31.0cm x 14.5cm)

∙ 전류밀도 : 0.5㎃ (10 MeV / 5kW)

∙ 이동회수 : 왕복2회

(이송대차 이용한 전자선 조사 시 배의 흡수선량 분포 측정)

∙ 위의그림과 같이 수출용 배의 박스포장 후 전자선 조사를 하였을 경우, 사과에 비해 

선량분포의 차이는 적게 나타하며, Dial 7과 9로 전자선 조사하였을 경우 방사선 식

물검역용으로 적합한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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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출 농산물 포장 Package 별 X-선 흡수선량 분포측정

○ 각 포장 박스별 규격 및 시험 디자인

번호 조사품목
박스포장크기
(㎝*㎝*㎝)

개당무게
(g)

제품밀도
(g/cm3)

포장재

1 사과 10kg 52.0 * 37.0 * 21.0 400∼430 1.2 ∼ 1.3
스타일렌수지
폴리에틸렌수지
골판지박스

2 배 7.5kg 49.5 * 29.5 * 12.0 850∼900 1.1 ∼ 1.3
스타일렌수지
폴리에틸렌수지
골판지박스

3 단감 10kg 40.0 * 30.0 * 22.0 200∼220 1.2 ∼ 1.3
폴리에틸렌수지
골판지박스

4 감귤 5.0kg 36.0 * 25.5 * 13.0 180~220 1.4 ~ 1.5
폴리에틸렌수지
골판지박스

- 각 포장 박스의 상하좌우 (상 6개, 하 6개, 앞, 뒤, 좌, 우 1개씩)에 Alanine

pellet을 아래와 같이 부착

     - 원물의 Top, Middle, Bottom에 Dosimeter 1층당 각 1개씩  Alanine pellet을 15개씩 부착  

     - 각층마다 원물(5개씩)을 절반으로 슬라이스하여 5개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흡수선량 측정

① 단감

(단감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설계) (단감포장박스 내부의 선량계 부착설계)

   - 단감의 높이는 5㎝±1.2

   - Target 선량은 200Gy으로 하였으며 단면 및 양면조사 실시(3, 5, 7 m/min 으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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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과

 

(사과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설계) (사과 포장박스 내부의 선량계 부착설계)

  - 2층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층마다 원물(7개씩)을 절반으로 슬라이스 하여 7개에 대하

여 상, 중, 하로 흡수선량 측정

     - 사과의 높이는 7㎝±0.5

     - Target 선량은 200Gy으로 하였으며 단면 및 양면조사 실시(1.2, 3 m/min 으로 측정)

    ③ 배

(배 포

장박스 선량계 부착설계) (배 포장박스 내부의 선량계 부착설계)

     - 1층으로, 원물(5개씩)을 절반으로 슬라이스 하여5개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흡수선량 

측정

     - 배의 높이는 11㎝±1.3

     - Target 선량은 200Gy으로 하였으며 단면 및 양면조사 실시(3, 5, 7 m/min 으로 측정)

     ④ 감귤

(감귤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살계) (감귤 포장박스 내부의 선량계 부착설계)

    - 감귤의 높이는 4.9㎝±0.8 Φ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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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arget 선량은 200Gy으로 하였으며 단면 및 양면조사 실시(1.2, 3.0 m/min 으로 측정)

  

○ 수출 농산물 품목별 X-선 흡수선량 측정결과

① 단감 단면조사결과 (박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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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감 박스의 경우, 박스당 3단으로 구성이 되어있으므로 방사선의 산란이 많이 발생

이 되어 단면으로 처리 시 박스 상단의 흡수선량과 하단의 흡수선량차이가 약 1.7~1.9

배 정도 발생이 된다. 또한 Conveyer belt speed 가 높을수록 회당 흡수선량이 적다.

- 1회당 보다 높은 흡수선량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Conveyer belt speed 를 낮추고 박스

내에 layer를 작게하여 방사선의 산란을 적게하는 것이 중요함.

  ② 단감 단면조사 결과 (박스내부)

     - Conveyer belt speed 3m/min, 1mA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133 117 167 139.0 

140.7 

2 141 137 154 144.0 

3 123 126 157 135.3 

4 131 130 144 135.0 

5 153 132 165 150.0 

2
　
　
　
　

1 149 165 220 178.0 

175.1 

2 169 154 212 178.3 

3 146 163 186 165.0 

4 144 172 198 171.3 

5 167 164 217 182.7 

3
　
　
　
　

1 191 192 272 218.3 

210.5 

2 183 185 248 205.3 

3 179 184 283 215.3 

4 181 178 251 203.3 

5 173 196 261 210.0 

    - Conveyer belt speed 5m/min, 1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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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86 102 104 97.3 

96.1

2 92 97 115 101.3 

3 84 95 92 90.3 

4 83 93 107 94.3 

5 80 106 106 97.3 

2
　
　
　
　

1 101 105 130 112.0 

119.5

2 111 121 157 129.7 

3 99 119 125 114.3 

4 104 110 137 117.0 

5 100 124 150 124.7 

3
　
　
　
　

1 129 133 171 144.3 

144.6

2 144 154 164 154.0 

3 116 134 186 145.3 

4 117 126 175 139.3 

5 123 129 168 140.0 

    - Conveyer belt speed 7m/min, 1mA 

 

- 3단으로 구성된 단감포장박스의 내부 흡수선량의 분포를 관찰하여 보면 단면으로 조

사하였을 시 제일 위층과 제일 아래층으로 갈수록 흡수선량이 58~66% 정도로 줄어듦.

- Conveyer belt speed 가 높을수록 여러번 조사되므로 층 사이의 흡수선량 차이는 줄

어드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Conveyer belt speed 가 낮을수록 회당 흡수선량이 

높아지며 층 사이 흡수선량의 차이가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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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단감 양면조사결과 (박스외부)

     - Conveyer belt speed 3m/min, 1mA

          

   - Conveyer belt speed 5m/min, 1mA

          

   ④ 단감 양면조사결과 (박스내부)

     - Conveyer belt speed 3m/min, 1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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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veyer belt speed 5m/min, 1mA

 - 단감의 양면조사결과 박스외부 흡수선량과 내부흡수선량의 차이는 100 Gy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선량분포가 단면에 비해서 균일하게 나타났다.

  ⑤ 사과 단면조사 결과 (박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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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 단면 조사결과 박스 제일위층과 아래층의 흡수선량 차이가 2.1~2.3배 정도 차이

가 있었으며, Conveyer belt speed 와는 무관하게 흡수선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⑥ 사과 단면조사 결과 (박스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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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nveyer belt speed 1.2 m/min, 1mA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100 89 83 90.7 

93.7

2 114 93 80 95.7 

3 104 92 84 93.3 

4 104 89 83 92.0 

5 103 87 90 93.3 

6 114 99 82 98.3 

7 99 93 85 92.3 

2
　
　
　
　

1 179 112 104 131.7 

140.8

2 198 123 109 143.3 

3 208 127 112 149.0 

4 192 116 117 141.7 

5 201 112 109 140.7 

6 198 114 107 139.7 

7 196 114 108 139.3 

   - Conveyer belt speed 3.0 m/min, 1mA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101 88 88 92.3 

93.1

2 96 94 90 93.3 

3 109 94 87 96.7 

4 102 88 81 90.3 

5 104 98 87 96.3 

6 96 90 80 88.7 

7 104 92 87 94.3 

2
　
　
　
　

1 176 113 97 128.7 

139.2

2 195 107 123 141.7 

3 201 130 110 147.0 

4 186 129 100 138.3 

5 203 122 112 145.7 

6 206 134 100 146.7 

7 176 102 102 126.7 

- 단면조사 시 박스내부의 선량분포는 2단으로 구성된 사과박스에서 2층에 대비해서 1

층의 흡수선량이 66%정도로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냄.

  ⑦ 사과 양면조사 결과 (박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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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사과 양면조사 결과 (박스내부)

   - Conveyer belt speed 1.2m/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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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220 217 275 237.3 

249.0

2 222 213 294 243.0 

3 233 225 290 249.3 

4 239 223 303 255.0 

5 229 229 315 257.7 

6 282 217 287 262.0 

7 219 211 287 239.0 

2
　
　
　
　

1 273 216 218 235.7 

250.8

2 304 228 231 254.3 

3 311 238 231 260.0 

4 300 234 235 256.3 

5 306 238 221 255.0 

6 305 233 227 255.0 

7 281 216 220 239.0 

    - Conveyer belt speed 3.0 m/min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211 210 274 231.7 

224.4

2 214 203 258 225.0 

3 208 203 265 225.3 

4 210 201 268 226.3 

5 215 209 264 229.3 

6 204 201 248 217.7 

7 192 198 257 215.7 

2
　
　
　
　

1 273 200 203 225.3 

224.8

2 274 212 202 229.3 

3 271 213 214 232.7 

4 264 205 208 225.7 

5 260 207 211 226.0 

6 264 200 197 220.3 

7 248 197 197 214.0 

  ⑨ 배 단면 조사결과 (박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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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면조사시 박스의 흡수선량은 박스위층에 대비해서 아래층의 흡수선량은 68%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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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⑩ 배 단면 조사결과 (박스내부)

   - Conveyer belt speed 3m/min

  

   - Conveyer belt speed 5m/min

  

   - Conveyer belt speed 7m/min

   ⑪ 배 양면조사 결과 (박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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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 배 양면조사결과 (박스내부)

      - Conveyer speed 3/min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258 204 267 243.0 

251.7

2 280 220 265 255.0 

3 219 265 281 255.0 

4 294 217 273 261.3 

5 263 206 263 244.0 



- 104 -

    - Conveyer speed 5/min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281 217 259 252.3 

254.8

2 285 220 282 262.3 

3 275 230 264 256.3 

4 281 219 279 259.7 

5 256 197 277 243.3 

  ⑬ 감귤 단면조사 (박스외부)

   

   

     - 감귤의 단면조사시 박스 바닥면에 흡수선량은 박스 위부분에 비해 6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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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⑭ 감귤단면 조사 (박스내부)

      - Conveyer belt speed 1.2m/min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135 128 110 124.33

128.8

2 152 127 124 134.33

3 138 139 120 132.33

4 134 136 115 128.33

5 131 130 114 125.00

2
　
　
　
　

1 167 143 138 149.33

148.5

2 189 140 128 152.33

3 196 153 134 161.00

4 150 143 124 139.00

5 162 134 130 142.00

     - Conveyer belt speed 3.0 m/min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131 129 121 127.00

127.6

2 132 139 125 132.00

3 -　 126 129 127.50

4 122 121 130 124.33

5 129 125 128 127.33

2
　
　
　
　

1 179 153 134 155.33

155.7

2 180 147 139 155.33

3 211 159 130 166.67

4 152 139 133 141.33

5 183 156 142 160.33

   - 단면조사 시 감귤 박스 내부의 선량분포는 위층 대비 아래층의 흡수선량은 82~87% 수준

   ⑮ 감귤 양면조사 (박스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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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⑯ 감귤 양면 조사 (박스내부)

    - Conveyer belt speed 1.2 m/min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152 147 152 150.33

162.8

2 161 154 169 161.33

3 172 156 184 170.67

4 -　 153 179 166.00

5 178 150 174 167.33

2
　
　
　
　

1 175 160 158 164.33

160.7

2 169 156 155 160.00

3 179 144 160 161.00

4 169 150 154 157.67

5 170 146 166 160.67

    - Conveyer belt speed 3.0 m/min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 142 139 145 142.00

144

2 143 143 150 145.33

3 167 145 137 149.67

4 145 140 132 139.00

5 157 137 139 144.33

2
　
　
　
　

1 151 128 147 142.00

148.2

2 142 137 153 144.00

3 173 145 149 155.67

4 153 144 151 149.33

5 144 139 168 15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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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의 양면조사 시 박스외부 및 내부의 흡수선량 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특

히 1.2m/min의 경우에는 목표선량 (Target Dose) 대비 20%내의 흡수선량이 도달하는 

것이 확인됨.

  (4) 수출 농산물 포장 Package 별 X-선 최적 흡수선량 조건 확립

   ○ 수출 농산물별 규격 및 선량 측정조건

    ① 단감 

- 단감 박스 규격 (415X325X195) 무게 10kg

- 단감의 무게 189.4±9.5

- Dosimeter 부착 위치 (Floor 1의 ③④, Floor 2의 ①④)

- 단감 Box 당 3개씩 반복

- Conveyer belt speed : 1.2m/min로 양면조사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3-1 175 189 219 194.33

186.83

3-2 178 187 207 190.67

3-3 172 187 219 192.67

4-1 177 176 198 183.67

4-2 162 171 188 173.67

4-3 180 175 192 182.33

2
　
　
　
　

1-1 190 170 171 177.00

176.61

1-2 185 169 160 171.33

1-3 183 172 175 176.67

4-1 201 174 165 180.00

4-2 178 164 161 167.67

4-3 201 185 175 187.00

    

- 감귤의 양면조사 시 박스외부 및 내부의 흡수선량 분포의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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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2m/min의 경우에는 목표선량 (Target Dose) 대비 20%내의 흡수선량이 도달하는 

것이 확인됨. 단감의 경우 앞선 결과의 3.0m/min의 결과를 1.2m/min 의 결과와 부합

하여 비교한 결과, 1.2m/min로 이동속도의 흡수선량이 목표선량 대비 20%의 오차값 

범위에 속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업용 시설의 방사선 조사에서 허용되

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단감의 X-선 조사조건은 1.2m/min, 1.0mA로 처리하는 것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② 사과  

- 사과의 높이는7.6±0.3㎝, 폭 8.6±1.2㎝, 무게 312±9.1g

- Dosimeter 부착 위치 (Floor 1의 ②⑤, Floor 2의 ②⑤)

- 사과 Box 당 2개씩 반복

- Conveyer belt speed 1.22m/min로 양면조사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2-1 190 193 227 203.33

207
2-2 180 191 219 196.67

5-1 197 207 245 216.33

5-2 201 204 231 212.00

2
　
　
　
　

2-1 213 192 188 197.67

203.3
2-2 214 177 189 193.33

5-1 237 206 205 216.00

5-2 229 197 193 206.33

- Conveyer belt speed 1.35m/min로 양면조사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2-1 172 167 185 174.67

183.5
2-2 175 179 179 177.67

5-1 179 171 214 188.00

5-2 188 184 209 193.67

2
　
　
　
　

2-1 188 187 167 180.67

188.8
2-2 207 183 168 186.00

5-1 217 190 172 193.00

5-2 229 175 183 1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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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yer belt speed 1.5m/min로 양면조사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2-1 151 158 169 159.33

165.7
2-2 148 152 174 158.00

5-1 159 166 194 173.00

5-2 152 166 200 172.67

2
　
　
　
　

2-1 175 158 144 159.00

167.7
2-2 186 161 176 174.33

5-1 191 154 158 167.67

5-2 188 159 163 1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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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과에서 최적흡수선량 조건(목표선량 대비 20% 오차값 내외) 설정하기 위해서 이동

속도를 1.22, 1.35, 1.5 m/min별로 X-선 처리하여 흡수선량을 분석한 결과 사과의 최

적처리조건은 이동속도를 1.22에서 1.35 m/min 로 할 경우 목표선량 대비 20% 내에 

조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③ 배  

- 배 (양면1회)

- 배 박스 규격 (495X295X120), 무게 5kg

- 배의 배의 높이는 9.4±0.2㎝, 폭은 10.7±0.3, 무게는 595±41g

- Dosimeter 부착 위치 (Floor 1의 ①④)

- 배 Box 당 2개씩 반복

- Conveyer belt speed 1.22m/min로 양면조사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1 205 177 199 193.67

1-2 209 194 179 194.00

4-1 206 182 198 195.33

4-2 218 181 206 201.67

      - Conveyer belt speed 1.35m/min로 양면조사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1 195 173 189 185.67

1-2 181 154 189 174.67

4-1 210 176 201 195.67

4-2 197 168 208 191.00

  

      - Conveyer belt speed 1.5m/min로 양면조사



- 111 -

   

Floor Number
Absorbed Dose (Gy)

Bottom Middle Top Average Floor 별 Average

1
　
　
　
　

1-1 184 140 172 165.33

1-2 163 149 169 160.33

4-1 187 157 191 178.33

4-2 183 147 189 173.00

- 배에서 최적흡수선량 조건(목표선량 대비 20% 오차값 내외) 설정하기위해서 이동속도

를 1.22, 1.35, 1.5 m/min별로 X-선 처리하여 흡수선량을 분석한 결과 사과의 최적처

리조건은 이동속도를 1.22에서 1.35 m/min 로 할 경우 목표선량 대비 20% 내에   조

사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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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용화 시설에서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식물검역 소독처리 공정

    ○  감마선 상용화 시설 검토

① 감마선 조사처리 배 

- 상용화 시설명 : 그린피아기술(주)

- 작성 및 측정자 : 이후철 전임연구원

- 감마선 조사 처리일 : 2015 년 5 월 01 일

- 처리 조건: 0.4 kGy 내외 요청

- 선량계: 알라닌 도시메터

- 선량 최적 구간을 확인한 결과 (Dose Mapping) 맨 윗 부분의 선량 범위가 아래와 같

이 측정되어 맨 윗 단으로 배를 조사하기로 함. (예상 선량 0.368 kGy)

도시메타 부착 위치 및 조사선량

- 선량계를 확인하였을 때 배의 조사선량은 0.259 kGy ~ 0.349 kGy 으로 처리되었음 

② 감마선 조사처리 화훼류 

- 상용화 시설명 : 그린피아기술(주)

- 작성 및 측정자 : 이후철 전임연구원

- 감마선 조사 처리일 : 2015 년 6 월 3일

- 처리 조건: 0.2 kGy 내외 요청

- 선량계: 알라닌 도시메터

- 선량 최적 구간을 확인한 결과 (Dose Mapping) 맨 윗 부분의 선량 범위가 0.3 ~ 0.5 

kGy으로 측정되어 맨 윗 단으로 장미꽃을 조사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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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메타 부착 위치 및 조사선량

- 선량계를 확인하였을 때 배의 조사선량은 0.426 kGy ~ 0.510 kGy 으로 처리 되었음 

- 일부품종(러블리리디아)에서 변색이 나타남

③ 감마선 조사처리 파프리카 

- 상용화 시설명 : 그린피아기술(주)

- 작성 및 측정자 : 이후철 전임연구원

- 감마선 조사 처리일 : 2015 년 9 월 23일

- 처리 조건: 0.4 kGy 내외 요청

- 선량계: gammachrome

-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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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마선 조사처리 포도 

- 상용화 시설명 : 그린피아기술(주)

- 작성 및 측정자 : 이후철 전임연구원

- 감마선 조사 처리일 : 2015 년 9 월 24 일

- 처리 조건: 0.4 kGy 내외 요청

- 선량계: gammachrome

- 파프리카의 경우 최소 670 Gy 에서 최대 990 Gy 선량이 조사되었고, 포도는 최소 

590 Gy 에서 최대 710 Gy 선량이 처리 되었음, 포도의 경우 박스가 더 작고 높이가 

낮아 최소값과 최대값의 폭이 파프리카보다 적은 것으로 보입니다. 선량을 낮추기 위

한 차폐체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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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선 상용화 시설 검토

④ 전자선 조사처리 화훼류 

- 상용화 시설명 : 서울방사선서비스(주)

- 목적: 선량분포 시험을 수행하여 장미류에 대해 누운조건에서 선량분포 시험을 실시

한다. 중요한 평가인자는 1) 200Gy 최소부위선량 ~ 600Gy 최대허용 설정선량 내에 결

과가 나오는지 확인.

- 품질 요구사항: 다음 조건에 대한 설정 선량(200Gy ~ 600Gy)에 적합 해야함.

  ·장미 꽃봉우리에서 줄기 하단 바닥까지

  ·로딩패턴 : 누운조건

- 전자빔조사시설

  ·전자빔가속기 : 10MeV, 4kW(모델명: MB10-4/700)

  ·운송방법 : 컨베이어 방식(모델명: AL-dist-01)

- 조사시료

  ·장미류 :　4 다발로 한 묶음 구성.

  ·포장방법 : 카톤박스에 장미류 적재

  ·포장재 크기 :  215W×230L×680H(mm)、단위중량(kg) : 2.0

  ·포장재 재질 : 종이

                     

그림 1. 장미류 적재 방식

- 측정 시스템

 ·GEX사의 B3WINdose 측정시스템, 선량은 0.5kGy에서 65kGy 범위에서 교정. 

 ·선량계는 크기 10×10×0.018(mm)인 필름 선량계로 장미류 시료의 선량측정에 적합.

- 선량의 조합(dose combination)

 ·3회 반복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조건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장미류 전자빔 조사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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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조건

가속기 Scan_I=3.5A

PRF: 140pps

Beam_Clamp: 60mA

컨베이어 UBC speed: 4.27m/min

- 적재 및 측정 방법

 ·그림 2는 선량계 부착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카톤박스 외부가 아닌 장미류 꽃봉우

리 표면, 내부와 바닥 그리고, 줄기부분 표면, 내부와 바닥에 15개의 선량계를 삽입함

 ·그림 2와 같이 선량계를 꽃봉우리 표면과 내부 바닥에 각각 부착(사이드, 중앙)함

  줄기 내 선량 측정을 위해서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줄기 중심에200mm, 

400mm, 6000mm 간격을 두고 선량계를 부착함     

 ·장미류는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0W×680L×215H(㎜)의 카톤박스(carton box)

에 담아 컨베이어를 이용해 조사 구역까지 운반된다. 이때 Reference와 같이 조사처

리 된다. 

(표면, 바닥) (내 부)

                        그림 2. 선량계 부착 방법

선량계 부착위치

A

1 꽃봉오리 표면_사이드

2 꽃봉오리 표면_가운데

3 꽃봉오리 내부_사이드
4 꽃봉오리 내부_가운데
5 꽃봉오리 바닥_사이드
6 꽃봉오리 바닥_가운데

B
7 줄기_200mm_표면
8 줄기_200mm_내부
9 줄기_200mm_바닥

C
10 줄기_400mm_표면
11 줄기_400mm_내부
12 줄기_400mm_바닥

D
13 줄기_600mm_표면
14 줄기_600mm_내부
15 줄기_600mm_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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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적재방법(로딩패턴)및 조사구역 운반 방법

- 장미류에서 위 표면, 내부, 바닥 부위의 선량편차 확인

 ·카톤박스의 적재방법에 따라 조사를 하게 되면 바닥과 상부의 높이가 약 최대부위가 

215mm이다. 이 적재방법은 선량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선량 편차에 대

한 측정결과는 표 4와 같음

표 4. 선량 측정값 

선량계

위치

측정선량(kGy)

비고
1회 2회 3회 평균

1 0.33 0.33 0.33 0.33 최대 흡수선량 위치

2 0.30 0.33 0.30 0.31

3 0.30 0.27 0.27 0.28

4 0.30 0.33 0.33 0.32 

5 0.27 0.27 0.20 0.25

6 0.30 0.30 0.33 0.31

7 0.30 0.27 0.33 0.30

8 0.37 0.27 0.30 0.31

9 0.37 0.27 0.33 0.32

10 0.30 0.27 0.30 0.29

11 0.37 0.30 0.30 0.32

12 0.23 0.30 0.37 0.30

13 0.30 0.27 0.30 0.29

14 0.33 0.33 0.30 0.32

15 0.23 0.27 0.23 0.24 최소 흡수선량 위치

Ref 0.30 0.30 0.30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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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최소선량 부위와 최대선량 부위 차이

  표 4의 결과와 같이 최대부위와 최소부위 위치는 일부 대부분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최소부위의 선량 값은 최대부위의 1.5배를 넘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 장미

류의 전자빔 요구선량 200 Gy(최소) ~ 600 Gy을 전자빔 처리를 할 경우 표4의 시험결

과로 예측을 하면 전자빔 조사에 적합한 로딩패턴임.

   ※ 기타 상용화시설에 대한 품목별 검토는 각 세부 및 협동과제의 실증시험에 포함되어 보고함

나. 최적공정메뉴얼

(1) 방사선 조사 최적 공정 정보 획득을 위한 국제협력

- 2012년 7월 30일 아-태지역 방사선 식물소독처리 기준(안) 마련을 위해 APPPC(Asia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ttee)에서 주최하는  “Workshop on the Review of the 

Draft of Reg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회의 참석

- 2012년 10월 한국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1차  IAEA/RCA 

Workshop on Best Practice for Phytosanitary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여 Manual draft 공동작성 시작

- 2013년 10월 26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아-태지역 방사선 식물소독처리 기

준(안) 마련을 위해 APPPC(Asia Pacific Plant Protection Committee)에서 주최하는  

“Workshop on the Review of the Draft of Reg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2차 회의 참석하여 공동 작성 및 감수 

- 2013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3차 회의에서 IAEA/RCA Workshop on Best  

Practice for Phytosanitary Application of Food Irradiation 이라는 제목으로 개최하여 

국제표준의 Best Practice Manual 최종안 출간

 ∙ 최종안은 IAEA 간행물로 2015년 12월 출간 (IAEA　Technical report No. 481)

제 1 차   Best Practice Manual 회의 (한국 정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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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차  Best Practice Manual 회의(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제 3 차  Best Practice Manual 회의(필리핀 마닐라)

Best Practice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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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출 농산물 실증연구

 (1) 현지실증연구의 목적 및 수행내용

○ 현지실증평가의 목적

      - 수출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의 통관체계 조사 및 방사선 대량처리 공정 설계 참고

      - 수출국 대상 방사선 조사 통관절차 및 현지실증연구를 통해 수출 국가별 통관 및 검

역정보 입수와 소비자 기호도 조사

    ○ EU 연구수행내용 (선행예비연구)

      - 제 16차 IAEA 기술전시회에서 대한민국 수출 농산물 의 방사선 조사 현지 실증연구 

      - 방사선 조사 농산물의 EU지역 실증평가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산물의 유럽 수출

검역 조건문의 

      - 경기도 여주에 소재한 그린피아기술(주)에서 배, 사과, 감귤의 포장 적재에 따른 방사선 

흡수선량 측정 (Min 400Gy, Max 1,000Gy 미만 흡수선량 구간 측정)

      - 참여업체를 통해 사과(대구경북능금농협), 배(리마글로벌), 감귤(젝스코리아)의 수량확

보 

      - 운송업체인 사비노 델 베네를 통해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소재한 IAEA까지 운송 

및 통관절차 모색 

      - 2012년 9월 17일~21일 제 16차 IAEA 기술전시회에서 방사선 조사된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농산물 사과, 배, 감귤을 31개국 109명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

(그린피아 냉장창고 보관, 방사선 조사 처리 전 (좌측) 방사선 조사 처리 후(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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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아에서 방사선 조사에 따른 흡수선량 측정)

      
      - 그린피아 기술에서 방사선 조사 된 과실류의 sample Box에 Alanine Dosimeter를 부착

하여 흡수선량을 측정하였다.

        ※ 목표선량(400Gy)에 평균오차±20% 미만으로 처리됨

(유럽 실증연구용 과실의 수출 검역실시(위), 유럽 수출 검역증 및 방사선 조사 인증서(아래))

(오스트리아 비엔나 근교의 Warehouse에서의 실증연구용 농산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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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IAEA General Conference, Korea Booth)

- IAEA 기술전시회 기간 중 대한민국 전시장에서 실시한 방사선 조사 농산물의 시식행

사에 여러 국가가 관심을 보였음

○ 연구수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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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과실유의 대륙권별 관능평가 결과)

(성별 방사선 조사 과실류의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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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방사선 조사 과일에 대한 관능평가 결과)

- 국가별 방사선 조사 과실류 (사과, 배, 감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아프리카를 제

외하고는 대체로 우수하였음

       - 특히, 배의 경우에는 아시아권을 제외하고는 처음 접하는 과일이라서 크기와 형태에 

대해 GMO 과일이라는 의문이 제기됨

       - 또한 배의 경우에는 유럽시장에서 가장 수출 유망 농산물로 예상됨

       - 남성에 비해 실제 과일을 구매하는 여성의 경우 배, 사과, 감귤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른 관능평가 결과를 보였음

       - 실제 구매력을 가진 40, 50대에서 다른 연령대 보다 높은 관능평가 결과를 보임  

   

    ○ 미국 PMA연구수행내용

      -  2013년 10월 18일~21일까지 미국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미국신선농산물박람

회 (PMA)에 방사선 조사 농산물(배)의 시식행사 개최

      - 본 신선농산물 박람회는 수확 후 농산물을 대상으로 세계 3대 주요 박람회이며, Dole, 

Sunkist 등 농산물 관련 대형회사 및 다양한 농산물 수출입 업체가 참석하는 큰 행사

임

      - 미국의 미시시피에는 파키스탄의 망고, 페루의 아스파라거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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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등의 미국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 방사선 소독처리를 위해 USDA-APHIS 부터 인가

된 GateWay 라는 사설업체가 2013년부터 인가되어 운영 중에 있음    

      - 2013년 10월 18일~20일 미국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개최된 2013 PMA에서 과제

참여업체(리마글로벌)와 공동으로 한국산 배의 방사선 조사 

      -  방사선 조사 농산물의 미주지역 실증평가를 위해 미국에 수입농산물 검역통관 인증

된 방사선 업체인 GateWay America에 문의 후 방사선 조사 문의 및 예약(첨부자료)

      - 운송업체인 나우트랜스를 통해서 미국 미시시피에 소재한 Gateway America 까지 운

송 후 방사선 처리 완료된 배는 GateWay America에서 뉴올리언즈 PMA 박람회장까

지 운송 (사진첨부)

(방사선 조사 후 운송 및 PMA 관능평가)

   - 2013년 10월 18일~20일 2013 PMA 과일 박람회장에서 방사선 조사된 대한민국의 대표 

수출 농산물인 배를  19개국 110명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 

     - 미시시피에서 방사선 처리 후 Gateway 운송 시스템으로 뉴올리언스 박람회장 까지 운

송되었으며, 이후 방사선 조사 배와 비조사 배의 관능평가는 참여업체의 박람회장 부스

에서 진행

(Gateway 방사선 조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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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eWay 위치 및 시설)

 - 본 실증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방사선 조사는 미국 미시시피에서 gateway에서 조사 

하였음

      - 위의시설은 외래에서 수입되는 신선 농산물에 대해서 검역 소독처리용으로 방사선 조

사 후 미국 내 유통이 가능한 유일한 USDA-APHIS 인가 시설임

      - 본 시설은 항공 및 육상운송에 용이하도록 공항과 고속도로 연결 지점에 준공이 되었

으며 방사선, 훈증제 처리와 냉장보관이 가능하도록 다목적으로 설계된 검역소독처리

시설  

전체적 평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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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남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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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지역

- 방사선 조사 신선농산물에 대한 기호도 조사

설문참가자 대상 기호도 조사  

○ 일본 연구수행내용

 - 2014년 4월 4일~5일, 8월 8일~10일 및 2015년 8월 7일~9일 오사카부립대학에서 주력 

수출화훼류 품종의 방사선 조사 현지 3차(1차; 춘계품종 2차: 하계품종 3차: 훈증제-

전자선 혼용처리)에 걸친 실증연구 

       - 방사선 조사 농산물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예상되는 일본지역에 주관기관 MOU기관인 

오사카부립대학과 간사이원자력간담회(협회)의 도움으로 실증평가 수행

       - 일본 지역은 방사선 조사 농산물에 대해 식품으로서 수입불가, 화훼류의 경우 식품이 

아니므로 수출 가능함을 설득

   * 1차는 연구용으로 2, 3차는 일반용으로 수입

       - 전라북도 정읍에 소재한 주관기관 방사선 조사시설에서에서 장미 4품종, 국화 2품종, 

백합 1품종을 적재에 따른 방사선 흡수선량 측정 

        (감마선 150Gy,  감마선150Gy/NaDCC 50ppm 병용처리: 2세부, 2협동 연구결과 참조)

       - 화훼류에 대한 방사선 품질영향 평가에서 흡수선량 150 Gy 이하로 요구됨 검역해충에 



- 129 -

요건이 대해 미달되나 화훼 수출시 문제가 되는 저장성 병원균인 잿빛곰팡이병에 대해 

NaDCC 병용처리시 효과가 탁월함.

- 참여기업 (주)로즈피아를 통해 수출화훼류 농산물의 수량 확보하고 운송업체 나우트

랜스(참여기업)를 통해서 일본, 오사카에 소재한 오사카부립대학(1차) 및 오사카 과학

기술회관까지 운송 및 통관절차 모색 

       - 물품의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증, 수출 검역증, 수입신고서 (일본)등 화훼류   수출 통

관 및 검역 절차 자료 수집

- 2014년 4월 5일~6일 오사카부립대학에서, 2014년 8월 8일~10일 오사카과학 기술회관

에서, 방사선 조사된 화훼류 3종(춘계품종)에 대한 10대에서 80대   오사카시민 115명 

대상으로 각각 1, 2차 품평평가를 실시 

방사선 조사 처리 전 NaDCC 병용처리

 - 주관기관 감마선 조사시설에서 방사선 조사 된 화훼류의 sample Box에 Alanine Dosi

meter를 부착하여 흡수선량을 측정하였다.

       ※ 목표선량(150Gy)에 평균오차±10% 미만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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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의 일본 검역실시(좌), 일본수출 검역증 및 수입허가서(우, 아래)

1차 오사카부립대학 품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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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오사카과학대전 품평회

- 2015년 8월 7일~9일 오사카과학 기술회관에서, 전자선-훈증제 처리된 화훼류 3종에 

대한 10대에서 80대 오사카시민 126명 대상으로 3차 품평평가를 실시 

- 참여기업 (주)로즈피아를 통해 수출화훼류 농산물의 수량 확보하고 동부팜한농(주)에

서 친환경 훈증제 (인화수소)를 처리하고 서울방사선서비스에서 전자선를 처리하여  

일본, 오사카에 소재한 오사카 과학기술회관까지 운송 및 통관 

       - 물품의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증, 수출 검역증, 수입신고서 (일본)등 화훼류 수출 통관 

및 검역 절차 자료 수집

- 3차에 걸쳐 실시한 방사선 조사 회훼류의 품평회 행사에 많은 다양한 연령층의 오사

카시민 관심을 보였음.

- 병충해 미발견 되었으며 품질이 또한 양호 하였음.

3차 오사카과학대전 품평회



- 132 -

품평평가 참여 연령

방사선 검역 수출 화훼류에 대한 반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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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조사 장미의 품평평가 결과

방사선 조사 국화의 품평평가 결과

방사선 조사 백합의 품평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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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조사 화훼류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조사 화훼류와 비교평가를 각 항목에 

대해 10단계로 나누어 아주 우수함을 10, 아주 나쁨을 1로 하여 중간값 5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음으로 하여 설문조사  

- 방사선 조사 화훼류에 대해 대체적으로 비조사 화훼류와 비교해(차이가 없음 5)

대체적으로 비슷한 품평평가 결과를 보였음.

- 훈증제-전자선 병용처리 화훼류에 대해서도 높은 품평결과를 나타냄 

훈증제-전자선 병용처리 화훼류의 품평평가 결과

- 일본 실증연구결과 1차 전체 응답자 중 27%만이 방사선 식물검역에 대해 반감이 없

으나 회차 늘어남에 따라 호감도가 늘어 3차 품평회에는 60%가 식물검역에 대해 반

감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연구수행내용

- 2014년 9월 17일~19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현대호텔에서 주력 수출화훼류 품종의 

수출확대를 위한 방사선 조사 현지 실증연구 

- 참여기업 (주)로즈피아와 공동 수행

- 러시아 지역은 최근 스프레이형 장미의 대유행이고 네덜란드가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스프레이형 장미는 우리나라와 네덜란드만이 생산하고 있고 러시아 처녀 수출에 잿빛곰팡이병

감염으로 반품되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한 저장성 향상이 실증평가 요구됨.

- 전라북도 정읍에 소재한 주관기관 방사선 조사시설에서에서 장미 4품종, 국화 2품종,

백합 1품종을 적재에 따른 방사선 흡수선량 측정 

(감마선 150Gy, 감마선150Gy/NaDCC 50ppm 병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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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훼전문집단인 플로리스트 대상으로 한 품평회

- 물품의 Invoice, packing list, 수출신고증, 수출 검역증, 수입신고서 등 화훼류 수출 통관 및 검

역 절차 자료 수집

- 방사선 검역에 대해 반감이 타 지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높은 품평평가를 

나타냄

- 병충해 미발견 되었으며 품질이 또한 양호 하였음.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품평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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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화훼류의 러시아 통과서류 및 이송

방사선 검역 수출 화훼류에 대한 반감도

방사선 조사 화훼류의 품평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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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연구수행내용

- 2015년 4월 19일~21일 제8회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에서 배, 단감 수출확대를 

위한 방사선 조사 과실류 현지 실증연구 

- 참여기업 (주)리마글로벌과 공동 수행

- 동남아시아지역의 한국산, 배, 단감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수입검역의 까다로

운 검사로 인한 훈증 및 폐기가 빈번하여 손실을 보고 있음- 방사선 검역처리의 필요

성 인식  

- 방사선 처리를 통한 검역 리스크 감소 와 방사선 처리를 한 배, 단감의 품질 체크 및 

베트남 소비자에게 인식조사

- 동남아 중심 35개국 400개 기업 1만명 참가

- 상용화시설(서울방사선서비스)에서 X-선(400 Gy)을 처리함 

제8회 베트남 호치민 국제식품박람회 실증 연구

- 연령대별 설문조사에 응한 참가자들은10-20세 이하 3명, 20-30세 이하 51명, 30-40세 

이하 22명, 40-50세이하 7명, 50-60세이하 8명, 60-70세이하 1명으로 총 89명의 여자

와 남자가 설문에 응하였음 

- 방사선검역설문에 참여정도는 57.3%으로서 20-30세이하 참가자들에서 적극적 응답률

을 보였음

- 전체 응답자 89명중, 30-40세이하의 참여자들 22명이 24.72%, 50-60세이하  8.99%, 

40-50세이하 7.87%, 그 외 60-70세이하 1.12%으로서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

- 응답자수는 전체참가자 89명중 15명이 방사선검역호감도 조사에 응하였음 9명이 반감

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나머지 6명은 반감이 있다고 응답하여 각각 60%와 40%의 호감

도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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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처리 배에 대한 관능 및 전체적 호감도 조사

- 응답자수는 전체참가자 89명, 남자35명, 여자54명이 응답하였음

- 시큼함을 제외하고 단맛, 질감, 색, 외관에 대한 평가가 8점 이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많은 호감을 나타내었다. 시큼함에 대하여는 6점 

이하로 나타났으며 방사선 처리 배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는 여성, 남성 모두에서 8

이상의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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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처리 단감에 대한 관능 및 전체적 호감도 조사

- 응답자수는 전체참가자 89명, 남자35명, 여자54명이 응답하였음

- 시큼함을 제외하고 단맛, 질감, 색, 외관에 대한 평가는 9점만점에 8점 이상으로 나타

났고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더 많은 호감을 나타내었다. 시큼함에 대하여는 6점 이하

로 나타났으며 방사선처리 배에 대한 전반적인 호감도는 여성, 남성 모두에서 8점을 

보였음   

○ 실증연구 대상국가의 방사선 식물검역 자료 입수

- 현재까지 태국, 미국, 파키스탄, 인도, 호주 등의 방사선 식물검역 SOP 자료를 입수하

였으며 최신 국외현황 자료를 수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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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온화 에너지 (방사선) 조사공정 개발 및 현장 맞춤형 장치 설계 (제1세부 위탁과제 1, 이비테

크(주): 2년차 보고분)

 1. 이온화 에너지(전자선/X-선) 겸용 조사장치 설계기준 
구 분 설 계 기 준 비 고

1) 운전형식 전자전/X-선 겸용   

2) 전자가속기

Beam Energy (max.10MeV)  
EB mode (10MeV)
X-Ray mode(7.5MeV) 

Beam Current (max.1mA)

Beam Power (max.10kW)

3) X-ray converter 7.5MeV X-선 생성 
target: Ta-9mm 
전환효율: 8%

4) Handling system  Roller type conveyor 연속식 

5) 방사선 차폐 미로형 구조, 콘크리트 차폐체

6) 부대장치 Hosit crane, Ventilation fan, Water 
chiller, Water tank 등

7) 처리대상물 농산물 및 화훼작물

8) 처리용량 16.2 ton/hr 전자선, 1kGy 기준 

그림 1. 이온화 에너지(전자선/X-선) 겸용 조사장치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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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가속기 

본 장비는 산업 적용을 위한 선형 가속기로 사용되도록 설계되며, 적절한 RF generator, 전

원공급(power supply), water cooling 및 vacuum pumping 장치들이   부가됨으로써 3.1의 설

계기준과 같은 선형가속기의 사양을 갖게 된다. 

   가속기를 운전하는 과정에 electron, photon 및 부가적으로 neutron 등이 발생되는데, 이

들은 매우 유해한 요소이므로 운전 시에는 반드시 안전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각 

도파관내에 사용되는 절연가스인 SF6가스는 내부에서 방전이 될  경우 유해하므로 주의하

여야 한다. 사각 도파관 입력에 필요한 RF 출력, 전자원(electron source)의 전원공급장치, 

집속 코일과 센터링 코일, 빔 스캐닝 코일, 진공 펌프는 아래에 기술한다.

그림 2.  이온화 에너지(전자선/X-선) 겸용 조사장치

2.1 선형가속기 구조
   가속기는 가속 장치, 빔 주사 계통, 제어계통으로 구성되며 세부 구조 및 기능 연결도는 
그림 3 및 그림 4와 같다.

1) 가속 장치

   가속 장치는 가속관 및 전자원(electron source)으로 구성된다. 가속장치에서 전자의 다발

은 전자기파와 동기화되어 이동한다. 전자들은 파형의 전기적 성분에 의해서 가속된다. 가

속장치의 출력에서 electron current의 펄스의 결과로 가속된 전자의  다발을 구성한다.

   잉여의 RF 동력은 붙박이 RF load에 의해서 흡수된다. 이 RF load는 여러개의 cell 들로 

구성되어 있다. 가속장치 및 RF load에는 각각 별도의 water jacket이   있고, 이 water 

jacket 내의 증류된 냉각수에 의해서 냉각된다. 가속장치의 공명   주파수는 온도에 영향을 



- 142 -

받으므로 가속장치로 공급되는 냉각수의 온도는 30 ~ 40 ℃(±1.5℃)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평균 RF power의 입력과 electron current가 조정될 때, RF generator의 주파수도 동

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표 1. 선형 가속기 사양

 가속 에너지 MeV 10
 에너지 조정 범위 MeV 5 ~ 10
 10MeV에서의 최대 빔 평균 출력 kW 10
 5MeV에서의 최대 빔 평균 출력 kW 8
 최대 에너지에서 가속 전자의 펄스 전류 A 0.35
 RF 펄스의 주기 μs 16
 펄스 주파수 1/s 300
 발생 전자의 최초 에너지 kV 50
 조사창 下 200mm 위치에서의 scanning size mm 800
 Scanning 길이 범위에서의 선량균일도 % ±5
 전자빔의 주사 주파수 Hz 1~10
 RF generator의 사양 :
  -운전 주파수 MHz 2856
  -RF 펄스 출력 MW 6
  -펄스 주파수 1/s 300

6개의 집속 코일들은 가속장치 안에서 가속된 전자의 손실을 줄이는데 사용된다.  첫 번째 

집속 코일은 가속장치의 입력단에 위치하며, 나머지는 그 하부에 위치한다. 집속 코일의 축

에서 자장 강도는 0.03 ~ 0.04 T 이다. 각각의 집속 코일에 감긴   전선의 전기 저항은 0.14 

Ohm 이다.

   첫 번째 집속 코일은 분리된 전원공급장치로 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야만 한다.  나머지 

집속 코일은 직렬로 연결된다. 집속 코일은 35A의 전류를 필요로 하며, 전류의 변동은 1% 

이내이어야 한다. 각 집속 코일은 한 쌍의 센터링 코일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한 

쌍의 센터링 코일이 가속장치의 후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링 코일들은 전자 빔의 중심

축을 가속장치와 scanning system의 중심축과 일치시킨다. 각 쌍의 코일에서 한 개의 코일

은 전자빔을 수직방향으로 편향되게 하는  자장을 형성하고 다른 코일은 수평면으로 편향

되게 하는 자장을 형성한다. 두 코일들은 직렬로 연결되어 같은 평면에서 전자빔을 움직인

다. 각 코일의 저항 값은 21.6 Ohm이다 (15℃). 전류는 1A의 전류를 필요로 하며, 전류의 변

동은 1% 이내이어야 한다. 집속 코일과 센터링 코일의 실제 전류 값은 출력 단에서 전자빔

의 최대 전류를 얻을 수 있도록 실험적으로 결정된다.

2) Electron source

   삼극 진공관 타입의 electron source IET-50-1의 사양은 표 2와 같다.

표 2. electron source 의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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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minal cathode voltage kV 50 

 Nominal pulse grid voltage kV 1 

 Nominal pulse current at the output A 0.6 

 Nominal filament voltage (참고) V 6.3 

 Nominal filament current (참고) A 3.0 

 Filament voltage in cathode activation mode (참고) V 7.0 

 Filament current in current activation mode (참고) A 3.15 

그림 3.  선형가속기의 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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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선형 가속기의 기능 연결도

3) 빔 주사 계통 (Beam scanning system)

   Beam scanning system의 vacuum chamber는 가속장치 다음 단에 위치하고, 주름관

(bellows pipe connector)를 통하여 가속장치와 연결되어 있다. Vacuum chamber 몸체는 사

다리꼴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chamber 내에서 전자 빔은 scanning magnet에 의해 scanning 

된다. Scanning magnet의 중앙은 vacuum chamber input  플랜지 경계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위치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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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빔은 인출창을 통하여 진공으로부터 대기로 나오게 된다. 이 인출창은 Ti foil 로 구

성되고, chamber body의 플랜지와 outer 플랜지 사이에 알루미늄 가스켓에 의해 연결된다. 

vacuum chamber와 인출창의 크기는 인출창으로부터 200mm 떨어진 곳에서 800mm의 스캐

닝 빔 길이를 얻을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다. 인출창에서의  스캐닝 길이가 작을수록 즉 빔

전류 밀도가 커질수록 인출창에 걸리는 부하가 커지며 이는 인출창에 과열을 유도할 수 있

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Vacuum chamber는 진공 펌프를 설치하기 위하여 DN100CF 플랜

지를 가지고 있다. 

4) 진공시스템

   진공 시스템은 가속 전자빔의 생성에 필수적인 진공을 위해 외부의 진공 장치 (rough 

pump, high vacuum pumps, vacuum gauges, etc.)와 선형가속기 장치의 연결을 위한 것이다. 

진공 게이지의 산란된 자기장이 electron source와 가속장치의 전자 빔에 영향을 미치지 않

도록 하기 위하여 진공 게이지의 자장이 electron source와 가속장치의 표면에서 1Gauss 이

내가 되도록 되어 있다.

   고진공 펌프는 vacuum unit의 표준 플랜지 (DN 100 CF ISO 3699)에 맞춰진 것이며, 전

자총주면에 한 개, 가속관의 상/하부에 각각 한 개, scanning system chamber 상부에 한 개

가 설치된다. 두 개의 진공 게이지는 vacuum unit의 DN 40 CF 플랜지에 연결한다. 한 개의 

진공 게이지는 전자총 주변에 위치하며 고진공을 측정할    수 있는 cold cathode gauge이

며, 나머지 한 개는 scanning chamber 상부에 위치하며 저진공을 측정할 수 있는 Pirani 

gauge이다.

   ① 장치의 구성

  - 진공펌프 트롤리 (무급유식 diaphragm pump혹은 membrane pump와

    Cryogetter pump )

  - High vacuum pump (Ion pump: 전자원부위, 가속관사부와 하부, scanning system 

chamber 상부에 설치)

  - Vacuum gauge

  - 진공 밸브

  - 연결관

  - 연결 플랜지

    High vacuum pump: DN 100 CF ISO 3699

    Vacuum gauge: DN 40 CF

5) 전자빔 파라미터 모니터링 장치

   ① 빔주사길이 감시장치(beam scanning length monitoring device)

   빔주사길이 감시장치(beam scanning length monitoring device)는 전자 빔의 크기와 스캐

닝의 대칭성을 모니터링 하며, 또한 가속 전자 에너지의 측정을 위해서도   사용된다. 

Chamber는 인출창 하부의 vacuum chamber에 맞추어져 있다.

   측정 장치는 10μm 두께의 티타늄 포일 전극들을 포함하고 있다. 약16mm의 gap을 가진 

870mm 길이의 긴 Ti 포일은 두 개의 절연된 간격 사이에 형성된다. 이   사이의 중앙에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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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포일 조각(리본)이 2개가 1셋트로 구성되어 위치한다. 전자 빔을 스캐닝 하는 폭이 정상

일 때 빔의 가장자리는 포일 리본 전극을 통과한다. 각각의 포일 리본 전극의 폭은 20mm이

고 간격은 25mm이다. 모든 포일 전극들은 장치의 외곽 구조물로부터 절연이 되며, 절연물

질은 방사선에 내구성이 우수한 세라믹으로 되어있다. 각각의 전극은 모니터링장치의 외곽

구조물 내부에 포함된 터미널 블록에 설치된 전선에 연결된다.

   모니터링 장치는 철재 덮개이 있으며, 이는 운송 시 foil 전극들의 보호를 위해 사용되며 

조립하기 전에 제거해야 한다. 상/하부의 긴 foil 전극엔 100V의 전압이  공급된다. 가속된 

전자빔이 빔주사길이 감시장치를 지날 때 방출된 2차 전자들을 이용하여 모니터링한다. 리

본 전극으로부터의 전류의 측정은 전자 빔의 길이와 스캐닝의 대칭성을 감시할 수 있게 한

다. 빔주사길이 감시장치는 800mm까지의 주사된 빔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다. 리본 전극으

로부터 나오는 신호는 가속기 interlock system에 사용된다.

   Nominal mode에서 선형가속기가 운전될 때 리본 전극에서의 펄스 전압은 5-10V를 나타

낸다. 빔주사길이 감시장치는 빔전류의 측정의 위하여 절연되어 있으므로, 접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내부의 포일을 접촉할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속기 운전을 

위해 전원이 있는 상태에서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

② 빔흡수장치(Beam absorber)

   빔흡수장치(Beam absorber)는 가속된 전자의 전체 전류와 평균 빔 에너지 측정을 위해 

만들어졌다. Beam absorber와 드라이브에는 두께 15mm의 알루미늄 판 2개를 포함하고 있

다. 빔흡수장치(Beam absorber)는 냉각수 회로를 가지고 있으며,  가속된 전자 빔을 흡수한

다. 전자 에너지 측정 과정 이후에 시료의 조사를 위하여 빔흡수장치(Beam absorber)는 인

출창의 빔인출 영역으로부터 이동되어져야 하며, 그   다음에 Beam absorber 는 모든 운전 

모드에서 평균 빔 전류의 직접 측정을 위해서 사용된다.

6) 열교환장치(Heat exchanger)

   열 교환기는 RF load, 클라이스트론, scanning chamber의collimator 그리고 모듈레이터 

등의 가속 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냉각수간의   열교환 형태의 2

개의 열 교환기가 제공되며, 자동 온도 조절 기능(온도에 따른 유량조절기능)이 있다. 내부 

회로의 냉각수는 열 교환기로 유입되어 외부 회로의 냉각수로 열을 전달한다. 

   가속 도파관의 고유 진동수와 가속장치의 공명주파수는 그 온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안

정된 가속 동작을 위해서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선형가속기 장치로 입력되는 

물 온도는 30~40°C(±1.5°C)로 일정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온도 안정화 기능이 있는 열 교

환기에는 자동 조절 장치가 있어서 외부 회로로 유입되는 냉각수를 제어하고, 따라서 내부 

회로의 수온을 주어진 수준으로 안정되게 유지시킨다.

   열교환장치(Heat exchanger)는 외부의 냉각계통인 2차 열교환기(칠러)와 연결된다. 선형

가속기 장치는 유량이 4~8 m3/hr, 3~4 kgf/cm2 의 수압을 가지고 선형가속기 장치로부터 

25kW의 발열량을 제거할 수 있는 칠러가 필요하다. 선형가속기 장치로 입력되는 물 온도는 

15~25°C사이에서 일정하게 조절되어야 한다

   냉각수로서는 증류수가 사용된다. 열 교환기의 전체 냉각수는 시스템의 input 밸브를 통

해서 가속기로 가게 된다. 열교환기 내부의 저장 탱크에서 펌프를 지난 냉각수는 냉각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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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를 통하여 가속기의 각 부분으로 분배된다. 냉각수 분배기에서 나온 냉각수는 유량계를 

거쳐서 다음으로 분배되어 열을 흡수하여 돌아온다. 

   - 빔흡수장치

   - RF window1

   - RF window2

   - RF load

   - 가속관

   - Pulse transformer unit

   - Klystron resonator

   - charging unit

   - Lystron collector

   밸브들은 냉각수의 유량을 조절한다. 냉각 시스템의 유량계에는 인터락장치가  있으며, 

이 장치로부터의 인터록 신호들은 가속기의 control 시스템에 사용된다.

① 열 교환 장치의 구성

  - 펌프

  - 냉각수조

  - 자동 유량 조절기

  - 차단기

  - 압력계

  - 증류수 (60 liter)

② 회로의 구성 및 동작

   수냉 장치의 연결부위는 외부의 2차 열 교환기와 연결된다. 선형가속기 장치는 유량이 

4~8 m3/hr, 4 kgf/cm2 의 수압을 가지고 선형가속기 장치로부터 25kW의   발열량을 제거할 

수 있는 열 교환기가 필요하다. 냉각수로서는 증류수가 사용된다. 열 교환기의 전체 냉각수

는 시스템의 입력측 밸브를 통해서 가속기로 가게 된다.  가속기의 각 부분을 지난 냉각수

는 다시 내부의 냉각수조를 거쳐 다시 펌프를 통해 순환된다.

   밸브들은 냉각수의 유량을 조절한다. 냉각 시스템 내부에는 유량을 점검하는   인터락 

스위치가 있으며, 이 스위치로부터의 인터록 신호들은 가속기의 control 시스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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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각 도파관

   사각 도파관은 6MW의 펄스 파워, 25kW의 average 파워 그리고 운전 주파수 2856MHz인 

klystron으로부터 가속기에 RF 파워를 전송하기 위해 사용된다. 사각 도파관의 부품들은 구

리로 만들어져 있으며 크기는 WR-284 (72.14 x 34.04) 표준을  사용한다.

   각 사각 도파관 구성요소로 2개의 flat contact 플랜지가 있다. 이들은 rubber  가스켓을 

사용한 황동 플랜지로 조립된다. 이 가스켓에 의하여 도파관의 기밀이 유지되고 SF6 가스를 

1.2~1.7 kgf/cm2의 압력까지 도파관을 채울 수 있게 해준다.   알루미늄 가스켓들은 전기적

인 접점들을 제공한다.

   사각 도파관은 안쪽에 SF6의 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압력 트랜스미터를 갖추고 있다. 

   직선형 도파관의 구성요소들과 연결부에는 수냉식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으나, elbow 들

에는 파이프가 없다. 작동 중 elbow의 열은 공기의 대류나 직선형 구조물의 연결부의 전도

에 의해 냉각된다. 사각 도파관이 플랜지들의 조인트 쌍들과 조립될 때 알루미늄 포일 개스

킷의 전면에서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사각 도파관은 RF세라믹창과 같이 공급된다. 진공창은 가속관의 mode transformer 플랜

지의 모양에 맞추어져 있다. 진공창의 세라믹 캡은 사각 도파관의 가스로 채워진 부분과 가

속기의 진공 부분을 분리한다. 진공창은 수냉각 회로를 가지고 있다. 진공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공창과 mode transformer의 플랜지 사이에는 아닐링된 구리 링이 있다.

   사각 도파관 양 단에 있는 두 개의 directional coupler들은 순방향파와 반사파를 측정하

기 위해서 사용된다. 각각의 directional coupler는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다.

  - Cross-attenuation factor:  Channel A: 43 dB, Channel B: 60 dB 

  - Reflection factor :  1.05

   Directional coupler들은 RF탐침들을 갖추고 있다. RF 탐침들은 정밀한 측정을 위함이 아

니라 오실로스코프에 RF 펄스 파형의 표시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영상 증폭기는 24 V 

DC 전압과 최대 45mA 전류를 요구한다.

   RF 탐침들의 사양

  - input 임피던스: 50 Ohm 

  - 출력 임피던스: 50 Ohm 

  - input 주파수 대역:        20 Hz to 3200 M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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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력 비디오 증폭기 주파수 대역:        20 Hz to 20 MHz

  - 출력 비디오 증폭기 포화 레벨:        7V peak

  - 대략의 감도: output 0.5V peak for input 10mW

   RF 탐침은 다음과 같은 커넥터들을 가지고 있다

  - X1 input N male 

  - X2 output BNS female 

  - X3 power supply LEMO female, 2 pole 

   사각 도파관을 사용하기 전에 공급된 UNF matched load를 사용하여 directional coupler 

를 보정하여야 한다.

   Flexible 도파관은 사각 도파관과 klystron 사이의 직선상 또는 각도상의 어긋남을 보상하

기 위하여 사용되며 비틀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두 개의 플랜지는 사각 도파관에 SF6 가

스를 채우기 위한 접속용 파이프를 갖추고 있다. 하나의 니플은   가스 실린더와 연결되고 

다른 니플은 도파관에 SF6를 충전하기 전에 도파관 내의 공기를 제거하는데 사용된다.

   사각 도파관으로 공급되는 RF 파워의 정격은 다음과 같다. 

  - 정격 펄스 출력: 6 MW

  - 정격 평균 출력: 25 kW

  - RF 펄스 길이: 16 μs

  - 펄스 반복 주파수: 300 1/s

3.3. 이온화 에너지 투과 깊이 (Penetration Depth) 산정

   전자가속기의 에너지(혹은 전자의 에너지, MeV)는 전자선의 수중으로의 투과깊이를 결정

한다.  1MeV 이상에서 전자의 물질 투과 깊이는 직접적으로 그 에너지에  비례하며,  조사 

물질의 비중에 반비례한다.  전자 투과 깊이는 일반적으로 밀도와 두께를 모두 포함하는 단

위 면적당 조사되는 물질의 무게로 나타낸다. 투과 깊이는 단위 cm2당 g로 표현 되는데 여

기서 두께는 cm, 밀도는 g/cm3 이다. 물 혹은  비중 1 을 가진 물질의 g/cm2 는 cm 단위의 

두께와 같다. 이렇게 해서 투과 깊이는 단위 비중에서 등가 두께로 표시되고 조사 물질의 

비중으로 등가 두께를 나눔으로써   구해진다. 

   물질의 양면에 조사를 하는 것을 기술적으로 Double bombardment라 하며 반대쪽은 한

쪽면의 투과 깊이 곡선의 거울 이미지로부터 얻을 수 있다.  최적의 경우에 대한 선량 분포 

결과는 그림 4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반대편 전자선의 범위의 각 마지막 부분에서의 선량

이 추가되기 때문에 양면조사(double bombardment)의 유효 두께는 단면(single side) 조사로 

얻어지는 값의 2 배 보다 더 커진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면 조사 시 유효 제품

의 두께는 한쪽 면의 1 회 조사 시의 2.4 배가 된다. 

(참고: 농림수산식품부 2012.“수출 화훼류의 전자빔 검역기술 및 처리시스템 개발”(사) 두

레마을 친환경농업연구원 11-1541000-0013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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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양면조사의 개념
일반적인 고에너지의 전자선에 대한 깊이 선량에 대한 자료를  표 3 및 그림 6에 요약하였

다.

표 3.  Half-value depth R50, half-entrance depth R50e, optimum thickness Ropt and practical 
range Rp in polystyrene for monoenergetic electron energies E from 0.3 to 12 MeV derived 
from Monte Carlo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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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lculated depth-dose distribution curves in polystyrene for normally incident, plane 
parallel incident electrons at monoenergetic energies 

from 5.0 to 12.0 MeV using the program ITS3.
1) 최대 투과 깊이(Rp) 계산 

   전자의 비정은 가속 에너지가 높을수록 커진다. Eo를 가속 에너지라 할 때 전자에 비정

에 대한 Gleidium 실험식이 아래와 같이 제안되었다.

 R = 0.542Eo – 0.133 (g/㎠),     (Eo>0.8MeV)

 R = 0.407Eo1.38 (g/㎠),         (0.15≤Eo≤0.8MeV)

   상기 식으로부터 10 MeV 의 에너지로 가속된 전자가 물질(밀도 1g/cm3 기준)에 대한 최

대 투과 및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깊이는 약 5.3cm 이다. 이 값은 그림 6 및 표 3 으로부터 

구한 5.17cm 및 5.3 cm과 비교하여 그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a)의 선형가속기(10MeV)의 빔투과 특성으로부터 빔투과 깊이 및 빔에너지를 계

산할 수 있다.

빔의 투과 깊이 (Rp) : Aluminium 2.0cm (밀도=2.7g/cm3) = 5.4 g/cm2 

- 빔 에너지 평가 :

E(MeV) = 0.423 + 4.69RP + 0.0532RP2               (식 1) 

E(MeV) = 0.394 + 4.77Rex + 0.0287Rex2             (식 2) 

E(MeV) = 0.734 + 5.78R50 + 0.0504R502             (식 3) 

   여기서, 그림 7, a)로부터 얻은 빔의 투과 깊이(Rp) 값을 식 (1)에 적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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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V) = 0.423 + 4.69×(2.0) + 0.0532×(2.0)2 = 10.01MeV

2) 유효투과 깊이 (effective penetration depth, Re) 계산

   전자선 및 X-선의 에너지가 물질에 전달되면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그림 5 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두께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선량은 두께에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두께에만 

어느 정도 균일한 조사가 가능하다.  

   유효투과 깊이는 전자빔의 피 조사체에 대한 표면 선량과 같게 되는 피조사체의 두께로 

정의된다. 전자선이 물체에 조사되어 투과될 때 Depth Dose Distribution이 비 선형적인 양

상을 보이므로 유효 범위(Useful Range) 개념을 사용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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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o :  initial energy of electron, [MeV]

              ρ  :  density of target, [g/cm3]

   위 식에 의해 10 MeV 가속기에 대한 유효 투과 깊이를 계산하면 대략적으로 3.3cm 로 

계산된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유효투과 깊이를 계산 시 전체 투과 깊이의 2/3 혹은 최대선량의 

60 % 정도 되는 지점에서의 투과 깊이로 간략히 계산하기도 한다.

- Useful Penetration Depth ≒ 5.3 cm × 2/3 = 3.5 cm (@10MeV)

- 최대선량의 60 % 정도 되는 지점에서의 투과 깊이 ≒ 3.9 cm (Fig.2.3.3)

   또한 표 3 및 그림 7, a) 으로 부터 각각의 Ropt 값인 3.99 cm, 3.80 cm을 유효 투과 깊

이로 고려하여도 무방하다. 즉 유효투과 깊이의 범위는 3.3 ~ 3.99 cm 이다. 본 계산에서는 

빔 균일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단면 및 양면 조사시의 유효 투과 깊이를 각각 4.0 cm,  

9.6 cm 로 고려한다. 

   양면 조사 처리시, 최대 X-선 power 이용 효율을 얻기 위한 최적의 두께는 5MeV에서 

34 g/cm2 이고, 7.5MeV에서 38 g/cm2, 10MeV에서 43 g/cm2 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그림 

7, b)으로 부터  7.5MeV에서 38 g/cm2 에서의 빔 균일도(Beam uniformity = Dmax/Dmin)는 

약 1.3 이내로 조사처리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참고: 농림수산식품부 2012.“수출 화훼류의 전자빔 검역기술 및 처리시스템 개발”(사) 두

레마을 친환경농업연구원 11-1541000-001383-01) 



- 153 -

a) EB mode (10MeV) 

b)  X-ray mode (7.5MeV) 

그림 7.  Depth dose distributions  in  Aluminium (밀도: 2.7g/cm3)

3.4  처리량 계산

3.4.1. 10 MeV EB mode

① 처리량  평가조건



- 154 -

- 전자선 가속기 : 빔에너지- 10MeV, 빔출력- 10kW

- 조사선량 : 1kGy 기준 

- 유효투과깊이 :

   · 비중 1.0의 물질(과일) :  4.0cm(단면), 9.6cm(양면)

   · 비중 0.2의 물질(화훼) :  20.0cm(단면), 48.0cm(양면)

- 인출 전자선의 폭 : 80cm

- 처리제품 박스(내부는 농산물로 균일하게 채워짐) 

   · 과일 박스 : 60×40×9.6Hcm (=0.023m3) 

   · 화훼 박스 : 60×40×48.0Hcm (=0.115m3) 

② 질량처리량

F
(kJ/kg) D

(kW) P(sec/hr) 3600 (kg/hr) M ´
´

=

여기서,

  M = 질량 처리량 (kg/hr)

  P = 필요 전자선 출력 (kW = kJ/s)

  D = 필요 선량 (kGy = kJ/kg)

  F = 전자선 에너지의 전효율(=0.45)

상기 식으로부터 질량처리량은, 

M(kg/hr) = 3600(sec/hr)*10(kW)*0.45/1(kGy) = 16,200 kg/hr  으로 계산된다. 

③ 체적처리량:

...ffff
ρD
P3600V 4321 ´´´´´´=

여기서, 

 V = 체적 처리량 (m3/hr)

 ρ = 제품의 밀도 (kg/m3)

 P = 전자선 출력 (kW)

 D = 필요 선량 (kGy=kJ/kg)

 F = 가속기의 전 효율 = f1×f2×f3×f4……

f1 = 기하학적 효율 L/S: 0.2~0.9

S = 인출 전자선의 폭 (m)

L = 제품 폭 (m)

f2 = 이송 효율 LP/LC: 0.2~0.9

LP = 컨베이어 전길이 (m)

LC = 이송되는 제품의 길이의 합 (m)

f3 = 공기 중 손실 관련  효율: 0.8~0.9

f4 = 기타 영향 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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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1 = 0.8,  f2 = 0.8,  f3×f4×... = 0.7,  그러므로  F = 0.45 이다.

   따라서 10MeV×10kW 가속기로 과일 및 화훼 박스를 1kGy 선량으로 살균 처리할 경우, 

시간당 체적 처리량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F
(kJ/kg) Dρ

(kW) P   /sec)(m V 3 ´
´

=

   상기 식에서 처리 가능한 시간당 화훼 체적은, 

   V = {0.45×10 } / {1×0.2×103} = 0.0225 (m3/sec)  = 81 (m3/hr) 이고,

   상기 식에서 처리 가능한 시간당 과일 체적은, 

   V = {0.45×10 } / {1×1.0×103} = 0.0045 (m3/sec)  = 16.2 (m3/hr) 이다.

   여기서, 화훼 박스의 체적은  60×40×48Hcm = 0.115 m3 이므로, 81/0.115 = 약 700 

box/hr 처리 가능하고, 과일박스의 체적은 60×40×9.6Hcm ( = 0.023m3) 이므로 16.2/0.023 = 

약 700 box/hr 처리  가능하다. 

3.4.2  7.5 MeV X-선 mode

① 처리량  평가조건

· 전자선 가속기 : 빔에너지- 7.5MeV, 빔출력- 7.5kW

· 조사선량 : 1k 기준 

· 유효투과깊이 :

   비중 1.0의 물질(과일) :  19cm(단면), 38cm(양면)

   비중 0.2의 물질(화훼) :  95cm(단면), 190cm(양면)

   단, 빔인출창과 컨베이어의 통과 높이를 고려하여 제품의 높이는 50cm로 제한 한다.

· 처리제품 박스(내부는 농산물로 균일하게 채워짐) 

   과일 박스 : 60×40×38Hcm (=0.091m3) 

   화훼 박스 : 60×40×50Hcm (=0.120m3) 

② 질량처리량:

F
(kJ/kg) D

(kW) P(sec/hr) 3600 (kg/hr) M ´
´

=

여기서,

  M = 질량 처리량 (kg/hr)

  P = 필요 전자선 출력 (kW = k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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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필요 선량 (kGy = kJ/kg)

  F = X-선 에너지 이용 효율(0.45*8%=0.036)

상기 식으로 부터 질량처리량은, 

 

   M(kg/hr) = 3600(sec/hr)*7.5(kW)*0.036/1(kGy) = 972 kg/hr  으로 계산된다. 

③ 체적처리량:

...ffff
ρD
P3600V 4321 ´´´´´´=

여기서, 

 V = 체적 처리량 (m3/hr)

 ρ = 제품의 밀도 (kg/m3)

 P = 전자선 출력 (kW)

 D = 필요 선량 (kGy=kJ/kg)

 F = 가속기의 전 효율 = f1×f2×f3×f4……

f1 = 기하학적 효율 L/S: 0.2~0.9

S = 인출 전자선의 폭 (m)

L = 제품 폭 (m)

f2 = 이송 효율 LP/LC: 0.2~0.9

LP = 컨베이어 전길이 (m)

LC = 이송되는 제품의 길이의 합 (m)

f3 = 공기 중 손실 관련  효율: 0.8~0.9

f4 = 전자빔의 X-선 전환율 : 0.08

여기서, f1 = 0.8,  f2 = 0.8,  f3×f4×... = 0.056,  그러므로  F = 0.036 이다.

   따라서 7.5MeV×7.5kW 가속기로 과일 및 화훼 박스를 X-선 1kGy 선량으로 살균 처리할 

경우, 시간당 체적 처리량은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F
(kJ/kg) Dρ

(kW) P   /sec)(m V 3 ´
´

=

상기 식에서 처리 가능한 시간당 화훼 체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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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7.5×0.036} / {0.2×103×1} = 1.35 ×10-3(m3/sec)  = 4.8 (m3/hr) 이고,

 상기 식에서 처리 가능한 시간당 과일 체적은, 

   V = {7.5×0.036 } / {1.0×103×1} = 0.27×10-3 (m3/sec)  = 0.972 (m3/hr) 이다.

   여기서, 화훼 박스의 체적은  60×40×50Hcm = 0.120 m3 이므로, 4.8/0.120 = 약 40 

box/hr 처리 가능하고, 과일박스의 체적은 60×40×38Hcm (=0.091m3) 이므로 0.972/0.091 = 

약 11 box/hr 처리  가능하다. 

   제품의 종류 및 밀도를 고려하여 유효투과깊이 및 처리 용량 계산 결과를  표 4에 요약 

정리하였다.

표 4. 유효투과깊이 및 처리 용량
EB-10MeV-20kW EB-10MeV-100kW Co-60

1MCi Remarks
EB Mode X-ray  

Mode EB Mode X-ray  
Mode

Energy (max.) 10MeV 7MeV* 10MeV 7MeV* 1.25MeV**
Power (max.) 20kW 1.54kW 100kW 7.7kW 1MCi 1MCi≈15kW

Penetration
(max.) at 
different 
density 
(g/cm3)

ρ=1.00 40mm (S)
96mm (B)

187mm (S)
450mm (B)

40mm (S)
96mm (B)

187mm (S)
450mm (B)

Enough 
good 

penetration

농산물

ρ=0.50 80mm (S)
190mm (B)

374mm (S)
900mm (B)

80mm (S)
190mm (B)

374mm (S)
900mm (B) 농산물

ρ=0.30 130mm (S)
320mm (B) - 130mm (S)

320mm (B) - 의료용구

ρ=0.16 250mm (S)
600mm (B) - 250mm (S)

600mm (B) - 의료용구

ρ=0.09 440mm (S)
1000mm(B) - 440mm (S)

1000mm(B) - 의료용구

Theoretical 
Throughput

농산물 500kg/min 40kg/min 2,500kg/min 200kg/min 375kg/min 1kGy
식  품 50kg/min 4kg/min 250kg/min   20kg/min 37.5kg/min  10kGy

의료용구 20kg/min 1.6kg/min 100kg/min     8kg/min 15kg/min 25kGy
*Peak Energy, **Average Energy, 

 (S)-single side, (B)-both side

3.5 X-선 전환장치(converter) 

   본 장치는 전자선 출력을 제동방사선(X-선)으로 전환하는 X-ray converter 장치로,  전

자빔을 효율적으로 X-선으로 변환 가능하도록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전체 장치의 구성은 

X-ray converter, collimator, 이송용 레일/프레임 및 냉각모듈로 구성되며 그와 관련된 배관

이 포함된다.

   X선 전환장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형가속기가 5~10MeV의 영역에 있으며 본 연구의 결과

로 이용될 선형 가속기 역시 10MeV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설계를 위한 파라미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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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MeV의 에너지영역에서 비교하여 최적의 설계조건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선행 

연구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7.5MeV 에서의 이용 가능성과 그 영역의 에너지에서 X선 전

환장치를 사용할 경우 예상되는 설계 요건을 도출한다.

그림 8.  X-선 전환장치의 구성

3.5.1  X-선 전환장치 설계 사양

1) X-ray Converter

(1) 제작요건

① 본 장치는 기존 10MeV 전자가속기의 빔인출 영역(40mm*860mm)에서 인출되는 전자선이 

효율적으로 X-ray converter에 입사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② X-ray converter는 스테인리스스틸로 된 외곽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에는 

Aluminum energy filter가 있으며 상부에는 빔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탄탈룸(Tantalum) 재

질의 Target으로 구성된다. 

③ X-ray 발생을 위한 Target 으로 고순도(99.95% 이상)의 탄탈룸(Ta)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탄탈룸 타깃은 에너지 10MeV, 5kW 출력을 가지는 전자선을 받아서 요구하는 선량률을 

발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좋은 전환효율을 가져야하고, converter는 냉각이 잘되어야 한

다.

⑤ Aluminum energy filter는 converter로부터 열을 제거하고, 또한 타깃을 통과하는 전자와 

X-선스펙트럼의 저에너지 부분을 필터링하는 역할을 한다.   

⑥ Aluminum energy filter와 탄탈룸 재질의 Target 사이에는 냉각을 위한 물이 흐르는 냉

각 채널이 있어야 한다. 냉각수는 양 끝단에서 들어오고 나간다. 

⑦ 상부 하부 구성품 사이의 누설 방지를 위한 seal을 사용한다. 

⑧ X-ray converter는 상하 높이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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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사양

① X-ray Target

  -Target 재질 : Tantalum 

  -Tantalum 순도 : 99.95% 이상

  -Target 두께 : 0.9~1.2mm

  -Target 크기 : 200mm*963mm*43mm

② Aluminum energy filter

  -Filter 재질 : aluminium  

  -Filter 크기 : 910mm * 200mm

  -Filter 두께 : 7mm 

  -Filter 표면온도 : 100℃ 이하 유지 

③ 외곽 Frame 

  -Filter 재질 : stainless steel

  -Filter 두께 : 3mm 

④ Water channel : 두께 3mm, 재질 stainless steel  

⑤ 냉각수 누설방지 : VIton seal

⑥ Total weight : 35kg 

2)  Collimators

(1) 제작요건

① Collimator는 X-ray converter 하단에 위치하며 필요에 따라 효과적으로 X-선 선량을 감

소시키거나, 필요한 영역만큼으로 제한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Collimator의 내부에는 납으로 채워야 하고, 외부는 장비 주변에서 발생하는 오존으로부

터 Collimator를 보호하도록 스테인리스스틸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③ Collimator는 적당한 두께의 철판으로 케이스를 만든 후에 내부를 납으로 채워 넣는 방법

으로 제작한다.

④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든 케이스 내부에 납판이나 납벽돌을 사용하여 내부를 채우고 구석 

부분은 녹인 납을 사용하여 모든 구석에 틈이 없도록 한다.

⑤ 납판을 사용하여 내부를 채운 경우에는 납의 자체 중량에 의해 케이스에 변형(배부름현

상)이 오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계, 제작한다.

⑥ Collimator는 용접된 메탈구조물로 하고, 좌우 대칭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⑦ Collimator는 핸들 구동을 통하여 수평방향으로 구동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2) 제작사양

① Collimator 구조 : 용접된 메탈구조물, 좌우 대칭

② Collimator 재질 : Pb(내부) + 스테인리스스틸(외부)

③ Collimator 구동 : 수평방향, 핸들구동

④ X-ray의 감쇠계수: 40 이상 (Collimator가 완전히 닫혔을 경우) 

⑤ Collimator 크기 : 1190mm * 1050mm * 160mm

⑥ Total weight    : 22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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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ollimators

3) X-ray Converter 이송용 레일/프레임 모듈

(1) 제작요건

① 본 장치는 이송용 레일/프레임 및 냉각모듈을 구비하여 X-ray converter 및 collimator를 

수동으로 이동 가능한 형태가 되도록 하여야한다. 또한 본 장치는 인력 만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로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② 본 장치는 X-ray Converter 이송용 레일과 지지용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수동으로 이송

하는 방식이며, 이송범위는 약 2m 가능하여야 한다.

③ 기존에 설치된 선형전자가속기는 평상시 전자선을 사용하는 시설로 활용을 할 수 있어

야 하고, 필요에 따라 X-선 변환장치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프레임은 X-ray Converter를 고정 할 수 있는 강성체로 제작되어야 하며 부식 방지를 

고려하여 Stainless steel 재질을 사용하여 제작 한다.

⑤ 프레임은 상부에 설치될 장비의 전체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도와 구조를 유지하여야 

하고, 하중이 골고루 전달될 수 있어야 한다. 

⑥ 프레임은 전체의 수직과 평활도가 양호하도록 설계/제작한다.

⑦ 프레임은 설치 후에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계/제작한다.

⑧ 레일은 X-ray Converter를 상부에서 지지할 수 있도록 상부 콘크리트에 앙카 볼트를 이

용 Rail 프레임을 고정하여 설치한다. 여가서 앙카볼트는 전체중량 505kg 을 지지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수량으로 한다.

⑨ 냉각수 라인은 1/2“ 파이프을 이용하여 기존 냉각수 라인에서 분배하여 사용하며 압력

조절을 위한 유량계, 압력계, 조절밸브, on/off 밸브가 부착되어야 한다. 다만, 냉각수의 공

급은 당 연구원에서 공급토록 한다.

⑩ 냉각수는 압력 3bar 이하이며, 유량 범위는 4∼40 ℓ/min 사용 가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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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사양

  ① 레일

   - 규격 : LM 가이드 Rail HSR35 표면 처리(레이더트)

             LM Block HSR35LA

   - 이송방식 : 수동 이송 (인력으로 이동 가능한 구조)

   - 구조 : 레일의 끝단에는 stopper 장착하여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

           이송장치를 간단히 고정하는 구조     

  ② 프레임

   - 재질 :  Stainless steel(304) Pipe, Plate

   - 형태 : 용접 및 볼트 체결방식

  ③ 크기 : 970mm * 3800mm * 700mm

  ④ Total weight : 250kg

4) 냉각 모듈

  ① Pipe & 밸브

   - Pipe 규격 :  1/2“ Stainless steel Pipe

   - 밸브 규격 :  1/2“ 볼 밸브 ( 4 EA )   

 ② 유량계

   - 수량 : 1 식

   - 최고 사용압력 : 10 bar

   - 정밀도 : ± 2%

   - 유량범위 : 4-40 ℓ/min

 ③ 압력계/ 압력조정기

   - 수량 :  1 식

   - 최고 사용압력 : 16 bar

   - 제어 범위  : 1 - 6 bar 

그림 10. X-ray Converter 이송용 레일과 컨베이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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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Water Cooling System (P&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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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X-ray conve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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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X-ray converter Frame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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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X-ray converter system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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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탄탈룸 타깃의 방사화 

   탄탈룸의 일반 두 핵종(Ta-180 및 Ta-181)의 에너지 문턱 값이 각각 6.6 MeV 및 7.6MeV 

이기 때문에 γ-n 반응의 문턱 값인 7.5MeV에서 운전할 때, 자연 상태에서 풍부한 

Ta-181(99.988%)으로 부터 방사성 핵종인 Ta-180 및 Ta-182이 각각 (γ-n) 및 (n-γ)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 전자(Ta-180)는 대부분 β방출체로  반감기가 8.1h 이며, 후자(Ta-182)는 반

감기가 114일로 1.2MeV의 γ선을 방출한다. 탄탈룸에서 중성자생성은 전자선의 입사에너지

가 7.577 MeV(threshold of the 181Ta isotope) 이상일 때 급격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전자에

너지를 7.5MeV 이하로 운전하면 타깃의 방사화를 방지할 수 있다. 

   중성자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방사능 계산

A = σφN(1-e-λt)

A : t시간 후 생성방사능(dps)

σ : Ta의 반응단면적= 20.5b*10-24cm2/b

φ : 중성자밀도 = 4.8*104 n/kJ.cm2 * 7.5 kJ/sec = 3.6*105 n/sec.cm2 (ref.[1])

    여기서, 전자선의 입사에너지는 7.5MV×1mA = 7.5kW = 7.5 kJ/sec 

N : 표적핵(Ta-182) 원자수 = 514g/(181g/mol)*6.023*1023/mol = 1.71*1024

    여기서, 탄탈룸의 질량은 4cm*86cm*0.09cm*16.6g/cm3=514g

λ : 생성핵(Ta-182)의 붕괴상수(sec-1) = 0.693/T = 0.693/114d

T : 반감기(d) = 114d(Ta-182)

t  : 조사시간(d) 

   상기식에서 포화계수(1-e-λt)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포화방사능은 X-ray converter의 사용시간이 약 5T(5×114day)에 이르는 시점으

로 계산된다. 포화방사능은 다음식에 의해 계산한다.

 

A∞ = σφN

= 20.5b×10-24cm2/b×3.6×105n/sec.cm2×1.71×1024

= 1.26×107dps

   여기서, 보수적 계산을 위해 생성핵종 Ta-180(T=8.1h, β방출체)에 대한 고려를 위해 계

산된 Ta-182에 의한 방사능의 2배 값을 적용하면 전체포화방사능은 A∞= 2.52×107dps이 된

조사시간 0 T 2T 3T 4T 5T ∞

1-e-λt λt 1/2 3/4 7/8 15/16 31/3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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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시간

(d)
0 114 228 342 456 570 ∞

생성방사능

(*107dps)
0 1.26 1.89 2.21 2.36 2.44 2.52

그림 15. 생성방사능과 조사시간의 관계
중성자 조사한 후 일정시간(td) 동안 냉각시킬 경우 방사능(Ad)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

다.

Ad = σφN(1-e-λt)e-λtd

   또한, 포화방사화 되었을 때 100cm 거리에서의 생성핵종 Ta-182(T=114d, 1.2MeV 감마선

방출) 및 Ta-180 (T=8.1h, β방출체)에 의한 최대방사선량률은, 

            

 2.52×107γ/s
×1.2MeV/γ×0.027cm2/g×1.6×10-13J/MeV×3600s/h×1000g/kg

 4π(100cm)2

          = 3.56*10-6 Gy/h 

          = 3.56 μSv/h

   따라서, 상기 방사선량률 조건에서 작업종사자가 조사실내부에서 타깃으로부터 1m 거리

에 5,600h 체류한다 할지라도 허용유효선량인 20mSv/년 이하를 만족한다. 보수적으로 작업

자의 조사실내 체류시간을 280h 이내로 제한하면 일반인의 유효선량기준인 1mSv/년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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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안전하다.

[Reference] O. Gr!egoirea, M.R. Clelanda, J. Mittendorferb, M. Vander Donckta, J. 

Meissnerc, “Radiological safety of medical devices sterilized with X-rays at 7.5MeV”,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67 (2003) 149–167.

3.6. 공냉시스템(Air Cooling System) 설계

Cooling 장치는 가속기의 가동 중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이것의 구성

요소는 고전압 발생장치의 1차코일 냉각, Capacitor bank, 인출창의 foil 프레임, Gas system

의 SF6 가스의 압축시등의 수냉의 방법과 foil의 냉각을 위한 공냉의 방법이 사용된다. 

Ti foil로부터 열을 제거하기 위하여 blower을 기본으로 구성된 foil cooling system이다. 

blower와 관련 duct로 구성되어 window foil의 냉각 기능을 수행하며, 냉각용 팬으로부터 냉

각용 공기가 유입되어 Foil cooling duct에 연결된다. 이것은 끝에 foil(50μm 두께의 

Titanium 박판)을 냉각시키기 위한 분산 노즐이 foil 표면을 직접 향해 설치되어 있으며, 상

부에는 blower가 설치된다. 

전자가속기의 인출창은 가속기 내부의 진공과 대기를 구분하여 주는 역할을 한다. 전

자총에서 나와 가속된 전자선은 인출창을 통과하면서 잃는 에너지가 열로 변환되어 인출창

을 가열하게 되므로, 인출창을 냉각시켜주기 위해서 일정한 속도의  공기가 흐르도록 해야 

한다.

냉각용 공기는 빠른 속도로 유입되어 노즐을 통해 분사되며, 전자빔이 통과되며 가열

된 인출창을 냉각시켜준다. 압력을 기준으로 인터록이 설정된다. Foil 냉각을  위해 foil 표

면에 분사시키는 air jet의 필요 유속은 20m/sec이다.

그림 16.  단위 인출창의 구조

인출창으로 사용되는 Ti 박막은 열전도도(0.15W/cm℃)가 작기 때문에 전도에 의한 박막주위

로의 열 흐름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 그러므로 공기흐름에 의한  대류냉각만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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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박판의 열전달을 해석할 수 있다.

1) 인출창의 사양

l :  인출창의 단폭 (0.03m ← 실제 0.1m)
d  :  송풍된 공기가 실제 이동하는 거리 (0.078m)
L :  인출창의 장폭 (0.4m ← 실제 0.8m)
t :  인출창의 두께 (40㎛)
I     :  빔전류(1㎃)
dE/dx :  인출창 재질의 전자 에너지 비 손실 (8.784×108V/m)
s :  송풍기 출구 폭 (0.005m)
s` :  인출창 끝단의 유효폭 (0.013m)
Tw :  Ti foil 표면의 운전 온도 (78℃)
T0 :  송풍되는 공기의 온도 (27℃)
k :  27℃ 공기의 열전도도 (0.02624W/m℃)
ν :  27℃ 공기의 동점성계수 (15.89×10-6㎡/s)
Pr :  27℃ 공기의 Prandtl 수 (0.708)
u :  송풍기에서 Ti foil로 송풍되는 공기속도 (m/sec)
q :  인출창에서의 열부하(W/㎡)
Re : 레이놀즈 수 (Re = uL/ν = 79,541)

2) Ti foil 에서의 열부하

① 인출창의 면적 

        A = l × L = 0.03 × 0.4 = 0.012 [㎡]

② 인출창에서의 전류밀도

   j = I / A = 1㎃ / 0.012㎡ = 0.0833 [A/㎡]

③ 열부하

    ⋅



⋅ 

                      = 0.0833[A/㎡]×8.784×108[V/m]×40×10-6[m]

                      = 2,928[W/㎡]

 

3) 인출창에서의 요구속도

① 허용 냉각 기체 상승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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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출창 끝단에서의 요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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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풍량 및 출구속도

① 송풍기 출구 단면적

   a = s × L = 0.005 × 0.8 = 0.004 ㎡

② 박막 끝단의 유효 단면적

   a` = s`× L = 0.013 × 0.8 = 0.0104 ㎡

③ 풍량

   Q  = u` × a` = 5.4 × 0.0104 = 0.0562 ㎥/s

④ 송풍기 출구속도

   u = Q ÷ a = 0.0562 ÷ 0.004 = 14 m/s

⑤ 송풍기 요구풍량

   Qe = 0.0562 ㎥/s = 3.37 ㎥/min = 202.3 ㎥/hr

   그러므로 10kW 가속기의 이론적인 소요 cooling air 량은 3.37 ㎥/min 로 계산할 수 있

다. 

5) 조사 폭 및 Ti 포일 온도 계산 (Reference Data)

(1) 계산조건

Ti thickness : 50mm

Air Velocity : 2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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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x=0.07086T @ Scan-I 15.0A

Length_z(FWHM) = 138mm

(2) 계산결과

그림 17~그림 22는 각 빔에너지별(10, 9, 8, 7, 6, 5 MeV)  Scan Width 및 Ti Film 

Temperature 계산결과이다.  

Calculation Result at 10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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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Calculation of Scanning Magnet Current and Scan Width and Ti Film Temperature @10MeV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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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Result at 9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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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Calculation of Scanning Magnet Current and Scan Width and Ti Film 

Temperature @9MeV Energy

Calculation Result at 8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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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Calculation of Scanning Magnet Current and Scan Width and Ti Film 

Temperature @8MeV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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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Result at 7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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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Calculation of Scanning Magnet Current and Scan Width and Ti Film 

Temperature @7MeV Energy

Calculation Result at 6M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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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Calculation of Scanning Magnet Current and Scan Width and Ti Film 

Temperature @6MeV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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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Result at 5MeV

0.mm

100.mm

200.mm

300.mm

400.mm

500.mm

600.mm

700.mm

800.mm

900.mm

1000.mm

3.0 A 4.0 A 5.0 A 6.0 A 7.0 A 8.0 A 9.0 A 10.0 A 11.0 A 12.0 A 13.0 A 14.0 A

Scan Magnet Current

S
c
an

 W
id

th

0. ℃

20. ℃

40. ℃

60. ℃

80. ℃

100. ℃

120. ℃

140. ℃

160. ℃

180. ℃

200. ℃

T
i 
F
ilm

 T
e
m

p.

Scan Width
 @Ti Window

Scan Width
 @Ti Window+400mm

Scan Width
 @Ti Window+620mm

Ti Temperature(IHI)

그림 22.  Calculation of Scanning Magnet Current and Scan Width and Ti Film 

Temperature @5MeV Energy

3.7 조사실 내 오존(O3) 발생량 계산

   사용시설에서는 방사선발생장치를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오존 등을 배출하기 위하

여 사용시설의 외부에 환기설비를 각각 설치하여 내부공기를 강제순환 시킨다. 전자가속기

의 운전조건은 다음 표 5와 같고, 운전 중에 발생되는 오존의 양을 산정하였다.

표 5.  Operation Parameters of Electron Beam Accelerator

Electron Beam 
Accelerator

Parameter Operation Condition
Distance of Extraction Window to 
Beam Capture

  50cm

Beam Current 1㎃
Volume of Irradiation Room

70㎥
(L7.0×W5.0×H2.0)

Capacity for Exhausting
167㎥/min
150 mmAq

1) 가속기 운전 중 오존 발생량 계산 

  ① 전자의 에너지 손실량 (dE/dx)

   일반적으로 공기 중을 진행하는 10 MeV 이하의 전자 에너지 손실량은 2.159 MeV․㎠/g 

이므로 공기의 밀도를 1.293 × 10-3 g/cm3이라고 하면 공기 중에서의   단위 거리 진행 당 

전자에너지 손실량은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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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그리고 빔 인출창으로 부터 빔 피조사체까지의 거리는 50cm 이므로 전자가 피조사물에 

조사되기 전에 공기 중으로 손실되는 전자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    

  ② 빔 에너지 손실량 W (1mA로 운전 시)

빔 에너지 손실량 = (전자 한 개당 에너지 손실량) × (전자의 개수) 이므로, 

     ×  × 



 × 


 × 


  × 

  ③ 오존(O3) 생성량(Q) - (1mA로 운전 시)

   전자에 의한 오존 생성량은 공기 중으로 전달된 전자의 에너지와 전자에너지에 대한 오존 

생성수율(G), 오존의 화학적 분해율 그리고 fan에 의해 외부로 배기되는 량에 의존하므로 아

래와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조사실 내부의 오존량을 구할 수 있다.

                     

dQ
dt

W G Q F
V

Q= × - × - × ×a b

여기서,  Q = 조사실내의 오존량 (molecules),

        W = 공기 중으로의 전자 빔 에너지 손실량 (eV/sec),

        α = 오존의 화학적 분해율 (3.3 x 10-4 sec-1),

        β = 공기내 각 분자 입자의 불균일 분포도 ( = 1 ; 가정),

        F = 배기 fan의 용량 (m3/sec),

        V = 조사실의 체적 (m3) 이다.

        G = 방사화학적 수율(7.4 O3 molecules/100eV)

   위 미분방정식에서 오존의 화학적 분해 및 배기에 의한 오존배출 등을 무시한 자체 생

성량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8.72 × 1020 × 7.4 / (100 × 6.023 × 1023)

                            = 1.072 × 10-3 mol/sec

                            = 0.0514 g/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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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5 g/hr

   위의 미분방정식을 풀면, 

Q t W G
F V

e F V t( )
/

[ ]( / )=
×

+
- - +

a
a1

   이다. 여기서 ②에서 구한 W값과 배기 fan의 용량 167m3/min = 2.783m3/sec, 조사실 체

적 70m3을 대입하면, 시간에 따른 조사실 내의 오존입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    

   이제까지 계산한 Q(t)의 값은 가속기 운전 중에 발생되는 오존의 입자 수이므로 조사실

내에서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입자수를 체적으로 환산해야 한다. 여기서, 오존에 대하

여 표준상태에서의 기체 조건을 적용하였다. 즉, 기체 1 mole은 6.023×1023 molecules이고, 

또한 1 mole(=6.023x1023molecules)의 기체는 22.4 ℓ 의 체적을 가진다. 그러므로 발생되는 

오존의 체적은,

    ×  ×     ×


 × 

  ×    

   여기서 1ℓ 는 10-3 m3이고, 조사실의 체적은 70 m3이므로 조사실내의 오존 농도는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   

    
×    

  ×  ×        

  ×    

  ④ 조사실 내부에서의 평형 오존(O3) 농도 (Q∞) 

   배기율이 F인 Fan으로 배기하면서 가속기를 운전할 경우, 조사실 내부의 평형 오존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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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위의 식으로 주어진다. ③에서 최종적으로 구한 식에서 t = ∞ 일 때의 값이므로, Q∞ 

는 0.855 ppm 이 된다. 첨부한 오존의 농도 그래프에서 보면, 평형 농도에 도달하는 데 걸

리는 시간은 대략 2분이 된다.

2) 가속기 정지 후 조사실의 오존(O3) 농도 (1mA 로 운전시)

   가속기 정지 후의 조사실 내의 오존 농도는 Fan의 배기율과 화학적 분해율에  의존하므

로, 아래와 같은 미분 방정식으로 오존 농도를 고려할 수 있다.

                        



 ⋅⋅



⋅

 

여기서,  Q = 오존의 량(molecules)

             α = 오존의 화학적 분해율 (3.3 x 10-4sec-1)

             β = 공기내 각분자의 불균일 분포도 (1로 가정),

        F = Fan의 배기율 (m3/sec)

        V = 조사실 공기의 부피 (m3)= 70m3

   위 미분방정식을 풀어보면,   ∞⋅
  





이고, Q∞ 는 0.855 ppm 이므로, 조사

실의 가속기 정지 후 시간에 따른 오존 농도는    ×  
 이다. 그러므로 가

속기 정지 후 법적 규제치인 0.1 ppm이하로 오존의 농도가 떨어지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대략 2분 정도이다. 가속기 정지 후 시간에 따른 오존의 농도는 그림 19에 나타내었다.

그림 23.   Ozone concentration as function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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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컨베이어시스템 (Conveyor System)

   컨베이어시스템은 전자빔 조사영역으로 피조사체 (의료용구 혹은 농식품)를 효율적으로 

통과시켜 요구되는 전자빔멸균을 달성하는 물질이송설비 (material handling system) 를 말한

다. 

그림 24.  물질이송설비 (material handling system) 

3.8.1 컨베이어 사양

1) 형 식 : Roller conveyor (연속식)

   산업적으로 적용되는 컨베이어의 종류는 Roller식 컨베이어, 밸트식 컨베이어, 카트식 컨

베이어, 행거식 컨베이어 등 있다(그림 21). 본 사업에서는 적용 제품, 생산성 및 작업 효율

을 고려하여 Roller식 컨베이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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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롤러식 컨베이어 (이비테크(주))

b) 행거식 컨베이어 (SureBeam Dual L-Band Linac X-Ray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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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카트식 컨베이어 (RDI Dynamitron® EB Processing Facility)

그림 25.  Conveyor system의 종류  

2) 재 질 : STS 304 (Roller 및 Frame)

   조사실 내부 및 통로에 설치되는 컨베이어 장치는 전자빔에 의해 발생되는 오존 등에 

의한 부식 환경에 노출되므로 재질 선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전자빔에 노출되는 컨베

이어는 부식 뿐만 아니라 전자빔의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열을 냉각하기 위한 냉각장치 

(Beam catcher) 를 구비하여야 한다.

3) 크 기 : 

 (1) 컨베이어 폭 : 75cm (처리가능 제품 폭)

   컨베이어 폭은 그림 20의 인출창 길이에 따른 전자빔 균일도를 고려하여 전자빔 폭 인 

80cm 이내로 한다.

그림 26.  Beam uniformity

(2) 컨베이어 높이 : 750 mm (@ 바닥 기준)

(3) 컨베이어 길이 : 68 m (전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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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베이어 이송속도 : 0.5-35 m/min.

   컨베이어 속도는 전자선 모드 및 X-선 모드를 고려하여 2단계의 속도 범위를 선정한다.  

EB Mode    :  1.0 – 35.0 m/min. (high dose rate)

X-Ray Mode :  0.5 – 5.0 m/min. (low dose rate)

3.8.2 구성 
1) 기계장치 

2) Chain slat conveyor 세부 사양 (가속기 하단에 위치하는 메인 컨베이어)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5400L            (DRCS-7256)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6575)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4800L            (DRCS-7248)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2400L            (DRCS-7224)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6575)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1650L            (DRCS-7217)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6575)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3900L            (DRCS-7236)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6575)
⋅체인슬래트컨베이어 : 　750W × 3350L            (CSS-7535)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6575)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5630L            (DRCS-7256)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6575)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5030L            (DRCS-7253)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4800L            (DRCS-7248)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6575)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2400L            (DRCS-7224)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4800L            (DRCS-7248)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6575)
⋅로울러컨베이어 :   720W × 3630L            (DRCS-7236)

⋅커브로울러컨베이어 : 　650R　×　750W × 90°     (DRRS-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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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 :   SUS304, 150 × 50 mm, 2T
⋅Motor :   0.7 kW, I = 1/30, 기어드 모타

⋅Base for motor :   5T
⋅M동축 및 B/R Unit :   ¢45, STS304
⋅Bearing(베어링) :   UCF207, STS

⋅메인체인(main chain) :   RF2050(S) - A1/EVER, STS
⋅슬래트(slat) :   STS 2.5T
⋅가이드(guider) :   STS2T + 아세탈 8T

⋅상부 양측 덮게(cover) :   STS2.5T
⋅다리 및 조절좌(support) :   SQ-PIPE, M16

3) 제어장치 

⋅ Control Cabinet
⋅ Inverter 에 의한 모터 속도 제어

⋅ 제어프로그램 : PLC, HMI

⋅ 터치스크린 : 17“

3.8.3 Roller type Conveyor 배치도 (Lay-out)

그림 27.  Conveyor System 배치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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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Conveyor System 배치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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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방사선 조사된 수입과실의 영양건전성 평가

(1) 실험재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수입된 navel 오렌지(Citrus sinensis)를 구입하여 재료로 사용하였다. 오

렌지는 X선 조사한 후 위생 지퍼백(Homeplus, Hwaseong, Korea)에 넣어 incubator에서 저장하

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2) 방사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과학연구소(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Co60 

감마선 조사시설(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시간당 600 Gy의 

선량률로 0.4, 0.6, 0.8, 1.0, 1.5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선량은 Codex 등에서 과

실류의 국제적 검역에서의 권장 선량을 기준으로 설저하였고, 흡수선량의 확인은 alanine 

dosimeter(5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전자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과학 연구소(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electron beam accelerator(EB-Tech. Co., Daejeon, Korea)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시료가 올려

진 tray의 속도는 24 m/min로 맞추고 10 MeV× 0.5 mA의 가속기에서 0.2, 0.4, 0.6, 0.8, 1.0 

kGy의 흡수선량에 도달할 때까지 조사를 반복하였다. 선량은 Codex 등에서 수입 과실에 식물 

위생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조사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흡수선량의 확인은 alanine 

dosimeter(5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X선 조사는 Seoul Radiology Service co.(eumseong, Korea) 내 X-ray linear 

accelerator(MEVEX, Ontario, Canada)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시료가 올려진 tray의 속도는 

0.35 m/min로 맞추고 7.5 MeV × 4 KW의 가속기에서 100 Gy/회의 선량률로 0.2, 0.4, 0.6, 0.8, 

1.0 kGy의 흡수선량에 도달할 때까지 조사를 반복하였다. 선량은 Codex 등에서 수입 과실에 

식물위생의 목적으로 허용되는 조사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흡수선량의 확인은 B3 film 

dosimeter(GEX, Denver, Colorado, USA)를 사용하였다.

비조사구인 0 kGy는 동일한 온도효과를 얻기 위하여 X선 조사시설 외부에 보관하였고, 조사 

직후 조사구와 함께 보관하였다.

(3)  시료 준비

감마선 조사 시료는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비조사구와 함께 저장하였으며 저온저장을 위

한 시료는 3±2℃에서 15일 간격으로 60일까지, 상온저장을 위한 시료는 20±0.1℃에서 3일 간

격으로 15일까지 저장하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자선, X선 조사 시료는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비조사구와 함께 저장하였으며 저온저장을 

위한 시료는 3±2℃에서 0일, 15일, 30일, 37일, 45일 간격으로, 상온저장을 위한 시료는 

20±0.1℃에서 0일, 3일, 6일, 9일, 12일 간격으로 저장하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미생물은 과피, 색도는 과피와 과육, 경도와 관능은 과육 부분을 이용하였다. 산도, 가용성 

고형분은 오렌지의 과피를 제거하고 착즙기(GFJ-3070G, NUC Electronics Co. Ltd., Daegu, 



- 185 -

Korea)로 착즙한 시료를 incubator에 보관(3±2℃)하면서 사용하였고, 총당 및 환원당, vitamin 

C,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value, reducing power는 착즙한 시료를 여과하여 -70℃

에서 보존한 후 동결건조(FD 8518, Ilshin Lab Co. Ltd., Dongducheon, Korea)하여 분말로 만들

어 냉동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4. 미생물 변화 측정

오렌지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비조사구 및 감마선 조사된 각 시료의 호기성 세균, 효

모 및 곰팡이의 분포를 pour plating에 의한 plate count 방법으로 검사하였다. 미생물 분석을 위한 시

료는 과실의 과피 부분을 3 g 칭량한 뒤 멸균수 (0.85% NaCl) 27 ml을 가한 다음 

5. 이화학적 특성 평가

가. 색도 측정

과실의 색도측정은 Hunter 색도계(SPECTRO PHOTO METER CM-600, Konica Minolta 

Sensing, INC., Tokyo, Japan)로 과피, 과육 부분을 시료로 하여 3⨯3⨯1 cm 크기로 자른 뒤 명

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황색도(b, yellowness) 및 전체적인 색차를 나타내는 △E 값

을 나타냈으며 15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E 값은 X선을 조사하지 않

은 비조사구를 기준으로      을 산출하였다.

나. 경도 측정

과실의 물성은 texture analyzer(TA/XT2/25,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를 

사용하였다. 지름 3 mm의 plunger를 이용하였고 측정조건은 pre 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 test speed: 2.0 mm/sec, strain: 70%로 하며 과실의 과피를 벗겨 과육 

부분을 3⨯3⨯1 cm 두께로 잘라서 10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다. 산도 및 고형분

산도는 착즙한 시료 10 mL을 증류수에 녹여 100 mL로 정용한 뒤 이를 삼각플라스크에 20 

mL 취한 후 1% phenolphthalein(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용액 3~4

방울을 떨어뜨리고 0.1 N NaOH 표준용액(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으

로 분홍색이 나타날 때까지 적정하였다.

 
×××

×

V : 0.1 N NaOH 용액의 적정 소비량

F : 0.1 N NaOH 용액의 역가

A : 0.1 N NaOH 용액 1 mL에 상당하는 유기산의 양(g)

D : 희석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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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시료채취량(mL)

가용성 고형분(°Brix)은 착즙한 시료를 착즙, 여과한 착즙액을 일정량 취해 당도계(ATAGO, 

N-1a, Tokyo, Japan)로 측정하였으며, 당산비는 가용성 고형분과 산도의 비율(Brix/acid ratio)로 

나타내었다.

라. 총 당 및 환원당 함량 측정

시료의 총 당 함량은 phenol-sulfuric acid법(40)에 따라 측정하였다. 동결건조 시료 1 g을 증

류수에 희석하여 희석액 1 mL를 취하고 5% phenol(Junsei Chemical Co., LTD, Japan) 용액 1 

mL, 황산(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 5 mL를 넣고 vortexing 한 뒤, 실

온에서 20분 정도 방치하고 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Kyoto, Japan)로 49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당은 DNS법(41)을 이용하는데 시료 1 g을 증류수에 희석한 후 이

를 1 mL 취해 DNS시약(Dinitrosalicylic acid 0.5 g, NaOH 8 g, Rochell salt 150 g을 증류수에 

녹여 500 mL 정용,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을 2 mL 넣고 섞은 후 

10분간 가열 및 냉각하여 spectrophotometer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당 및 환

원당 함량은 glucose(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를 이용한 표준검량곡선

(R2=0.996,R2=0.994)에 흡광도를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마. 비타민 C 함량 측정

동결건조 시료 5 mg을 60% methanol에 용해하여 0.2 μm filter(PALL Gelman Laboratory, 

AnnArbor, MI, USA)로 여과한 후 이를 시험 용액으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HPLC는 YL 

9100(Young Lin Instrucment Co., LTD, Anyang, Korea), column은 YMC-Pack ODS-AQ(250⨯4.6 

mmI.D., 5 µm), detector는 YL 9,120 UV/vis detector, mobile phase는 

acetonitrile:water=10:90(v/v), flow rate는 0.7 mL/min으로 하고, 20 μL 주입하여 254 nm에서 

분석하였다. Vitamin C 정량을 위한 표준물질은 환원형 비타민 C 인 L(+)-ascorbic 

acid(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를 사용하였고, 이렇게 얻어진 피크의 

높이와 면적은 표준검량곡선(R2=0.998)에 대입하여 검체 중의 함량(mg%)을 산출하였다.

6. 관능 평가

관능평가에는 훈련된 관능검사 요원 20명을 선발하여 난수를 써놓은 시료를 무작위로 배열

하고, 오렌지 과피를 벗긴 과육 부분을 시료로 제공하였다. 각 시료간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대단히 좋다(7점), 아주 좋다(6점), 약간 좋다(5점), 보통이다(4점), 약간 좋지 않

다(3점), 아주 좋지 않다(2점), 대단히 좋지 않다(1점)로 구성한 7점 척도방법을 사용하여 시료

의 색깔, 단맛, 신맛, 향, 질감, 전체적인 선호도를 평가하였다.

7. 항산화 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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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Total phenolic contents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reagent가 알칼리 조건에서 추출물의 ployphenol성 화합

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노란색에서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한 Folin-Denis 

법(42)을 이용하여 측정, 분석하였다. 증류수에 희석한 시료 0.2 mL과 Folin-Ciocalteu’s pehol 

reagen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0.2 mL을 첨가하여 3분 간 실온에서 반응시

킨 후, 10% sodium carbonate(w/v,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 용액 3 

mL을 가하여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방치 후 상등액을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곡선은 gall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한 검량선(R2 =0.9962)에 흡

광도를 적용하여 100 g에 대한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로 나타내었다.

나. Flavonoid contents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43)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증류수에 녹인 시

료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sodium nitrite(w/v,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 75 μL를 넣고 5분간 방치하고 10% aluminium chloride(w/v,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150 μL를 가하여 6분 간 방치한 후 1M sodium hydroxide(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 500 μL를 가하여 11분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표준곡선은(+)naringin hydrate(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한 검

량선(R2 =1)에 흡광도를 적용하여 동결건조 전 오렌지 100g에 대한 mg naringin hydrate으로 

나타내었다.

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측정은 시료의 라디칼 소거효과(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하는 

Blois의 방법(44)에 따라 실시하였다. 증류수에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1 mL에 0.2 mM의 DPPH 

용액 1 mL을 가하여 vortex mixer로 10초간 진탕 한 후 암실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리 라디칼 소거 활

성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각 시료의 농도별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곡선을 그린 뒤, 50%의 DPPH radical을 소거하는 값인 IC50(Inhibitory concentration of 50%)으

로 구하여 나타내었다.

  


 ×

라.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 2’-azio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측정은 Pellegrin의 방법(45)에 따라 실시하였다. 

7 mM ABTS와 140 mM potassium persulfate(K2S2O8,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를 5 mL: 88 μL의 비율로 혼합하여 어두운 곳에 14~16시간 방치시킨 후, 이를 

absolute ethanol과 1:88의 비율로 섞어 734 nm에서 대조구의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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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한 ABTS solution을 사용하였다. 증류수에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50 μL와 ABTS solution 

1 mL을 30초 동안 섞은 후 2.5분 간 암실에서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

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라디칼 소거 활성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각 시료의 농도별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곡선을 그린 뒤, 50%의 ABTS radical

을 소거하는 값인 IC50(Inhibitory concentration of 50%)으로 구하여 나타내었다. 

  


 ×

마. FRAP assay(Ferric-reducing antioxidant power)를 통한 환원력 측정

FRAP 값은 Benzie & Strain의 방법(46)에 따라 측정하였다. FRAP reagent는 300 mM acetate 

buffer(pH 3.6,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40 mM HCl(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에 용해시킨 10 mM 2, 4, 6-tripyridyl-S-triazine(TPTZ,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그리고 20 mM ferric chloride hexahydrate(FeCl3·6H2O,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를 10:1:1(v/v/v)의 비율로 혼합한 후 37℃를 

유지하여 사용하였다. 증류수에 희석한 시료 30 μL와 FRAP reagent 900 μL, 증류수 90 μL

를 혼합하여 37℃에서 10분 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sulfate heptahydrate(FeSO4·7H2O)를 이용한 검량선(R2 =1)에 흡광도를 적용하여 시료 1g 당 

mM로 나타내었다.

바. Reducing power

Reducing power는 Oyaizu(47)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증류수에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1 

mL에 20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1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w/v,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 1 mL

을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50℃에서 20분 간 incubation하여 냉각한 다음, 10% trichloroacetic 

acid(w/v,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 1 mL을 첨가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얻은 상등액 1 mL에 증류수 1 mL과 0.1% ferric 

chloride(w/v,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Anyang, Korea) 0.1 mL을 가하여 혼합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농도별 reducing power 곡선을 그린 뒤, 50%의 환원

력을 나타내는 값인 EC50(Effective concentration of 50%)으로 구하여 나타내었다.

8. D10 value

가. 오렌지 저장병 균주 준비 

실험에 사용된 오렌지 저장병 균주는 Phyllosticta citricarpa KACC 40187과 Penicillium 

digitatum KACC 44506이며, 농업유전자원정보센터(KACC)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지에 접종하여 25℃에서 배양하여 초기농도 107~108 CFU/ml 수준이 되도록 하였다.

나. 오렌지 저장병 균주 현탁액에 감마선 처리 

오렌지 저장병 균주 현탁액에 서로 다른 감마선 선량으로 처리하기 위해 5개의 co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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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에 담아 뚜껑을 닫아 봉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 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Co60 감마선 조사시설(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0.1, 0.2, 0.3, 0.4 kGy로 처리하였으며 감마선을 처리하는 동안 

비조사구는 상온에 보관하였다. 

다. 오렌지 저장병 균주 오렌지 생과실에 감마선 처리 

오렌지는 흐르는 물로 깨끗이 세척하여 70% 알코올로 소독한 뒤, 초기농도 107~108 CFU/ml

의 오렌지 저장병 균주 현탁액을 오렌지 표면에 골고루 접종하였다. 접종된 오렌지 생과실은 

위생 지퍼백(Homeplus, Hwaseong, Korea)에 넣어 감마선 조사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

자력연구원 방사선 과학연구소(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Co60 감마선 조사시설(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을 이용하여 0.1, 0.2, 0.3, 0.4 kGy로 처리하였으

며 감마선을 처리하는 동안 비조사구는 상온에 보관하였다. 

9.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SPSS Statistics 21.0 software(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

였다.

 수입과실(오렌지)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품질 특성 평가

저온저장 (저장온도; 3±2℃, 조사선량 0, 0.4, 0.6, 0.8, 1, 1.5 kGy)

가. 미생물 변화

일반 호기성 세균은 저장 0일 2.94(0.4 kGy), 2.88(0.6 kGy), 2.83(0.8 kGy), 2.41(1 kGy), 1.75(1.5 

kGy) log CFU/g로 비조사구 3.59 log CFU/g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p<0.05). 

비조사구는 저장 0일 3.59 log CFU/g에 비해 저장 60일에는 5.50 log CFU/g로 34.7% 증가하였

다. 0.4 kGy 조사구는 저장 45일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저장 60일에는 증가하였고, 0.6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는 저장 15일째 균수가 감소하다가 저장 30일째부터는 검출한계이하 

수준을 보이며 저장 60일까지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생물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감마

선 조사에 의해 손상을 받은 생존세포가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

하고 점차 사멸하는 post irradiation effect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Ma & axcy 1981). 이러한 

경향은 효모 및 곰팡이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효모 및 곰팡이의 초기 오염도는 비

조사구에서 저장 0일째 3.75 log CFU/g에 비해 4.86 log CFU/g로 22.8% 증가하였다. 저장 0일 

3.09(0.4 kGy), 3.02(0.6 kGy), 2.94(0.8 kGy), 2.86(1 kGy), 2.26(1.5 kGy) log CFU/g로 비조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고(p<0.05),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효모 및 곰팡이의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0.4 kGy 조사구는 저장 30일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저

장 45일째 증가하였고, 0.6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저장 15일째 균수가 감소하다가 저장 30일

째부터는 검출한계이하 수준을 보이며 저장 60일까지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

Table 1. Changes in microbial growth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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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a irradiation

(unit: log CFU/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Total
aerobic
bacteria

0 3.59aB1) 3.95aAB 4.19aAB 5.14aAB 5.50aA 1.53 
0.4 2.94aA 2.70abA 2.09bA 2.08bA 2.87bA 2.17 
0.6 2.88aA 2.04bcAB ND ND 0.79cBC 1.83 
0.8 2.83aA 0.75cdB ND ND ND 1.50 
1 2.41aA 0.38cdB ND ND ND 1.39 
1.5 1.75aA ND4) ND ND ND 1.10 

SEM2) 1.92 2.13 1.98 2.13 2.35 　

Yeasts
and
molds

0 3.75aA 4.02aA 4.13aA 5.38aA 4.86aA 1.68 
0.4 3.09aA 2.80aA 2.16bA 2.26bA 2.86bA 2.25 
0.6 3.02aA 2.53aA ND ND 0.38cB 1.89 
0.8 2.94aA 0.79bB ND ND ND 1.55 
1 2.86aA 0.38bB ND ND ND 1.47 
1.5 2.26aA ND ND ND ND 1.24 
SEM 1.88 2.17 1.97 2.24 2.29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0). 4)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나. 색도변화

과피의 L값(명도)은 저장 45일까지는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저장 60일째는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비조사구와 0.4, 0.6, 0.8 kGy 조사구의 L값

은 저장 30일 이후부터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1, 1.5 kGy 조사구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나

는 것을 보아 비조사구에 비하여 조사구에서 색이 더욱 진해진 것으로 보인다. a값(적색도)은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비조사구 및 0.4, 0.6 kGy보다 

0.8, 1, 1.5 kGy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저장 초기에 비하여 저장 60일째 조사선량

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b값(황색도)은 저장 0일과 15일째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저장 30일째와 45일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저장 60일

째 1, 1.5 kGy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E 값은 전체적인 색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12.0 이상이면 상당히 큰 정도(very much)의 

육안적 차이에 해당한다(Bae et al 2008). 본 실험 결과, 과피의 △E 값은 53.52~80.09의 범위를 

보이며 모든 시료에서 very much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고, 저장기간에 따라 색차의 정도가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7)

L1)

0 67.09bA5) 65.08bB 66.51bcA 63.87abC 60.52cD 2.80 
0.4 67.38bA 67.13aA 67.37abcA 61.41cC 64.12aB 3.48 
0.6 68.77aA 67.89aA 67.84abA 65.94aB 62.74abC 2.76 

0.8 68.88aA 68.19aA 68.43aA 64.23abB 61.17bcC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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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Degree of lightness. 2) a: Degree of redness. 3) b: Degree of yellowness. 4) ΔE: Overall color 

difference∆ ∆ ∆ . 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6)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90). 7)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75).

과육의 경우 L값은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

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a값은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때

의 a값은 음의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과육 내에 chlorophyll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Kim 

et al 1996). b값은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황색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E 값은 과피의 색차 수치보다는 낮았으나, 저장기간에 따라 

색차의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24.37~39.81의 범위를 나타내며 과육에서도 very much, 

즉 상당히 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1 kGy 이상의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부분

적으로 과육의 내부 갈변을 유도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어 오렌지의 색도적 품질 유지에 고

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3.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flesh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1.0 68.23aA 67.30aAB 66.49bcBC 65.69aC 54.69dD 5.23 
1.5 65.95cB 68.12aA 66.17cB 63.19bcC 54.75dD 5.29 

SEM6) 1.50 1.68 2.14 3.14 4.42 　

a2)

0 30.41bB 34.23aA 29.39bB 24.69abD 27.33aC 3.87 
0.4 30.78bA 32.19bB 30.91aB 26.05abC 27.14aC 15.84 
0.6 29.44bA 30.67cB 30.89aB 26.83aC 27.79aC 16.19 
0.8 27.57cA 30.76cB 28.77bcC 23.90bD 21.54bE 17.63 
1.0 30.31bA 30.77cB 27.00dC 27.06aC 20.41bD 17.41 
1.5 33.04aA 29.05dB 27.60cdC 27.39aC 20.98bD 16.34 
SEM 14.14 2.34 2.23 3.75 4.10 　

b3)

0 66.39dB 68.29cB 70.56cA 66.98bcB 64.15bC 3.43 
0.4 69.35cB 71.55bAB 72.76abA 63.90cC 69.64aB 4.66 
0.6 71.02bB 73.65aA 73.76aA 71.46aB 66.21bC 3.79 
0.8 73.32aA 73.94aA 74.01aA 69.57abB 64.05bC 5.38 
1.0 72.72aA 71.53bAB 70.96bcAB 69.62abB 51.42cC 8.39 
1.5 70.20bcB 73.01abA 69.35cB 66.66bcC 49.19cD 9.19 
SEM 2.92 3.02 3.28 4.91 8.54 　

△E4)

0 73.07dB 76.463dA 76.46bA 71.42bcAB 69.73cB 3.81 
0.4 75.90cBC 78.48bcAB 79.07aA 69.03cD 74.88aC 5.25 
0.6 76.909bcB 79.82abA 79.98aA 76.36aB 71.85bC 3.98 
0.8 78.37aA 80.09aA 79.44aA 73.68abB 67.69dC 5.26 
1.0 78.79aA 77.91cA 75.94bB 74.85abB 55.42eC 8.99 
1.5 77.60abA 78.60bcA 74.78bB 72.12bcC 53.52eD 9.66 
SEM 2.59 2.15 2.93 5.11 8.61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7)

L1)

0 47.30bcD5) 49.88aC 59.81bA 51.49bB 51.08cBC 4.58 
0.4 48.01abC 48.37bC 59.73bA 51.62bB 51.94cB 4.77 
0.6 46.41cdE 48.45bD 60.11bA 53.73aC 57.54aB 5.62 
0.8 46.69cdE 49.96aD 62.72aA 52.03bC 55.57bB 5.88 
1.0 48.68aD 50.47aC 55.70cA 49.80cC 54.02bB 3.06 
1.5 45.82dE 49.50abD 60.27bA 52.46abC 55.31bB 5.54 

SEM6) 1.67 1.91 3.25 2.46 3.02 　



- 192 -

1~7) Subscripts of this table are same as Table 2. 

다. 경도변화

오렌지의 경도 변화는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저장 0일 비조사구의 경도와 비교했을 때 조사구의 감소율이 

2.98%(0.4 kGy), 13.29%(0.6 kGy), 13.02%(0.8 kGy), 13.47%(1 kGy), 12.90%(1.5 kGy)로 0.6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 큰 감소율을 나타내었지만, 저장 60일에는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adaniya 등(2003)과 Yun 등(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였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과실이나 견과류의 경도가 감소되지만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조사

구와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발표한 Kwon 등(1998)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Table 4. Changes in hardnes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0 2355.95aA1) 2117.13abBC 2186.17aB 1950.76abCD 1818.52abD 230.47 
0.4 2285.81aA 2250.26aAB 2039.64abC 2096.67aBC 1822.82abD 218.18 
0.6 2042.95aA 2044.84abA 1912.66bB 1804.57bB 1809.52abB 135.50 
0.8 2049.31aA 1827.47bC 1997.95bAB 1897.95abBC 1786.24abC 145.43 
1.0 2038.59aA 1921.88abAB 1994.72bAB 1863.23bB 1885.18aB 121.38 
1.5 2051.92aAB 2104.64abA 1974.04bB 1806.76bC 1742.90bC 158.90 

SEM2) 171.86 187.75 144.62 138.71 95.83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라. 산도, 총고형분 및 당산비 변화

온주밀감의 경우 저장 중에 성분변화를 조사하고 소비자의 기호적 식미를 조사한 결과 산 함

량 0.7~.8%인 상태에서 소비자의 기호성이 높으며, 0.7% 이하에서는 당 함량이 많더라도 기호

a2)

0 -1.30abA -1.52abA -4.25abC -1.97aA -3.15bB 1.48 
0.4 -1.81bB -1.24aA -4.12abD -2.85bcC -2.23aB 1.21 
0.6 -1.61bA -1.73abA -3.97aC -2.34cB -3.64bcC 1.24 
0.8 -0.91aA -2.07abcB -4.65bcC -3.17cD -4.13cdD 1.63 
1.0 -1.24abA -2.28bcB -5.05cdD -2.27abB -3.46bC 1.63 
1.5 -2.63cA -2.66cA -5.53dC -2.90bcA -4.39dB 1.39 
SEM 1.00 1.13 0.91 1.02 0.99 　

b3)

0 27.12bcD 31.47aB 28.91cCD 34.11bA 30.62cBC 3.47 
0.4 28.69abB 30.80aAB 24.00dC 31.53cAB 32.83bcA 4.96 
0.6 26.53bcD 28.96aC 28.88cC 37.35aB 39.61aA 5.92 
0.8 28.72abD 31.20aC 25.80dE 37.39aA 34.97bB 4.93 
1.0 30.09aB 30.37aB 31.02bB 34.55bAB 38.78aA 6.36 
1.5 26.09cD 29.35aC 33.15aB 38.70aA 37.82aA 5.98 
SEM 3.14 3.98 3.92 4.12 6.13 　

△E4)

0 27.19bcD 31.54aB 29.25cC 34.18bA 30.79cBC 3.36 
0.4 28.77abB 30.83aAB 24.37eC 31.68cAB 32.92bcA 4.85 
0.6 26.58bcD 29.03aC 30.16bcC 37.43aB 39.81aA 5.83 
0.8 28.75abD 31.30aC 26.24dE 37.54aA 35.22bB 4.88 
1.0 30.12aC 30.49aC 31.44bC 34.66bB 38.95aA 4.77 
1.5 26.23cD 29.50aC 33.63aB 38.81aA 38.08aA 6.00 
SEM 3.11 3.92 3.89 4.08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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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낮다고 하였다(Koh 2004; Lee 등 2007). 본 실험에서는 저장 60일째 1, 1.5 kGy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높은 0.7~0.9%를 나타냈다. 산 함량이 높은 비조사구의 감소율은 저장 0일 대비 

저장 60일째 12.2%로 나타났지만, 1 kGy와 1.5 kGy는 각각 20.00%, 22.35%의 감소율을 보여 

저장기간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산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총고형분 함량은 조사구에 비해 비조사구에서 유의적으로 더 높았고, 조사선량에 따른 큰 차이

는 없었지만 저장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감마선 조사된 과일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총고형분 함량이 감소한다는 Ladaniya 등(2003)과 Kim & Yook (200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이것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성숙이 지연되었음을 시사한다(Moreno 등 2006). 2005년 

제주도조례에서는 한라봉의 상품규격을 당도 12 °Brix 이상, 산 함량 1.1% 이하인 것으로 정

한 것으로 볼 때(Lee 등 2006), 시료 대부분이 상품규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

에 의한 영향은 크게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당산비는 과실의 품질판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감귤은 성숙됨에 따라 당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o 등(2006)은 감귤류는 일정기간 후숙을 시킴으로써 품

질이 좋아지고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귤 성분 중 산 함량이 감소하여 당산비가 높아진

다고 하였고, Han 등(1970)은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기호성을 갖기 위해서는 당산비가 12.5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보고였다. 본 연구결과,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고, 조

사선량에 따른 유의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저장 15일까지 

초기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저장 30일째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저장 60일째는 비조사구

보다 조사구에서 높은 당산비 값을 보였다. 

Table 5. Changes in titratable acidity and total soluble solid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Titratable

acidity(%)

0 0.90aA1) 0.85abB 0.86aB 0.79aC 0.79aC 0.04 
0.4 0.82cB 0.86aA 0.79bcC 0.79aC 0.77bD 0.04 
0.6 0.85bA 0.84bB 0.68bcC 0.70cD 0.70cD 0.07 
0.8 0.79dB 0.84bA 0.76cC 0.74bD 0.70cE 0.05 
1.0 0.85bA 0.81cB 0.82abB 0.74bC 0.68dD 0.07 
1.5 0.85bA 0.84bA 0.74cB 0.71cBC 0.66eC 0.08 

SEM2) 0.03 0.02 0.05 0.04 0.05 　

°Brix

0 13.10aA1) 12.00bC 13.13aA 11.23cD 12.43aB 0.74 
0.4 12.17dB 12.67aA 12.00cB 12.10aB 11.60cC 0.37 
0.6 12.13dA 11.77bB 12.33bA 10.09dC 12.10aA 0.54 
0.8 12.00eB 12.07bB 12.33bA 10.07fD 11.03dC 0.87 
1.0 12.47cB 12.73aA 12.27bC 12.27eE 11.47cD 0.93 
1.5 12.60bA 12.73aA 11.50dC 11.80bB 12.00bB 0.50 
SEM 0.38 0.43 0.51 0.76 0.48 　

°Brix/

Acid

ratio(%)

0 14.54bB 14.06dC 15.30abA 14.14cC 15.65cA 0.18 
0.4 14.81bBC 14.66cC 15.20abAB 15.33bA 15.10dAB 0.08 
0.6 14.22cD 14.05dD 15.95abB 15.48bC 17.19bA 0.31 
0.8 15.10aC 14.41cdD 16.17aA 13.58dE 15.67cB 0.25 
1.0 14.61bC 15.71aB 14.94bC 13.85cdD 16.93bA 0.29 
1.5 14.77bC 15.21bC 15.70abBC 16.64aB 18.29aA 0.36 
SEM 0.07 0.16 0.15 0.26 0.27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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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5).

마. 총 당 및 환원당

3℃의 냉장 저장 조건에서 저장 45일까지 비조사구는 18.6%, 조사구는 12.1~22.1%까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고,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변화는 보이

지 않았다. 저장 60일째는 다시 감소하여 저장 초기의 당 함량 수준을 보였고, 조사선량에 따

른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본 연구는 Yun 등(2008a)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이는 

과육에서 과피로의 수분 이동에 의한 중량감소를 유발하여 내용성분의 농축효과로 당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Kubo & Haginuma 1980). 한 편, 감마선 조사된 오렌지의 환원당 함량

은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0일 대비 저장 60째 비조사구는 7.7%, 조사

구는 12.1~18.3%까지 증가하였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본 실험

결과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총 당 및 환원당 함량 변화는 

감마선 조사 여부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Changes in total sugar contents and reducing sugar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Total

sugars

0 10.53aD1) 11.25aBC 11.76abB 12.49abA 10.95cCD 0.77 

0.4 10.46aC 11.47aBC 11.25bBC 12.77aA 11.93aAB 0.91 

0.6 10.60aC 11.25aB 11.09bB 11.92bcA 11.54abAB 0.50 

0.8 10.41aB 11.03aB 11.87abA 11.73cA 11.00cB 0.62 

1.0 11.13aB 11.15aB 12.02abAB 12.48abA 10.99cB 0.77 

1.5 11.13aB 11.53aB 12.19aA 12.53abA 11.43bcB 0.59 

SEM2) 0.54 0.36 0.58 0.48 0.42 　

Reducing

sugars

0 5.20bcC1) 5.38bBC 5.26bC 5.83aA 5.60cAB 0.27 

0.4 4.96cC 5.17cBC 5.29bB 5.91aA 5.87bAB 0.42 

0.6 5.49aBC 5.37bC 5.80aB 5.76aB 6.29aAB 0.36 

0.8 5.21bcC 5.59aAB 5.78aA 5.34bBC 5.84bcA 0.29 

1.0 5.44abC 5.63aB 5.58abBC 5.71aB 6.32aA 0.32 

1.5 5.59aC 5.60aC 5.53abC 5.97aB 6.39aA 0.36 

SEM 0.25 0.19 0.29 0.24 0.32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5).

바. Vitamin C 함량

저장 0일 대비 저장 60일의 vitamin C의 감소율은 비조사구의 경우 20.1%였으나, 조사구는 

21.3%(0.4 kGy), 23.6%(0.6 kGy), 49.4%(0.8 kGy), 58.4%(1 kGy), 65.2%(1.5 kGy)로 비조사구와 조

사구 간의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vitamin C 함량이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Ladaniya 등(2003)의 보고와 유사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vita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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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자신이 산화됨으로써 오렌지의 산화억제와 갈변방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Cha 등 

1990). 또한, Mendonca (2002)는 저장 시 vitamin C의 ascorbic acid가 분해되어 이미와 이취의 

원인물질을 생성한다고 보고하였고, Byun 등(1999)은 감마선 조사 시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ascorbic acid의 파괴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 결과 0.4~0.6 kGy 에서는 vitamin C 함

량의 감소폭이 크지 않아 품질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0.8 kGy 이상에서는 확연한 감소율을 보

여 산소를 차단한 혐기적 상태의 방사선 조사 및 포장방법을 고려한다면 식품의 품질 저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좀 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 Changes in vitamin C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0 48.34aA1) 45.42aB 44.50aB 41.90aC 38.61aD 0.89 
0.4 47.42bA 45.27aB 43.68bC 41.21aD 37.31bE 0.93 
0.6 47.33bA 45.16aB 42.02cC 38.18bD 36.17cE 1.12 
0.8 44.82cA 31.15bB 30.49dB 27.40cC 22.68dD 1.98 
1.0 41.69dA 23.23cB 21.01eC 18.96dD 17.36eE 2.36 
1.5 40.31eA 23.11cB 20.16fC 17.38eD 14.03fE 2.45 

SEM2) 0.74 2.45 2.51 2.46 2.43 　

1) 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5).

사. 관능평가

저장 0일째 모든 항목에 걸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유의적인 차이 없이 모두 높은 선호

도를 보였지만, 저장 15일째와 30일째 조직감과 색에 비해 신맛, 단맛, 향, 전체적인 선호도에

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비조사구는 저장 30일째에도 높

은 관능적 효과를 얻었지만, 조사구에서는 저장기간과 선량이 증가에 따라 모든 관능검사의 선

호도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냈고 특히 1, 1.5 kGy 조사구에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저

장 45일째는 비조사구의 변패취는 크지 않았지만, 조사구의 변패취와 불쾌치가 증가해 관능검

사를 수행할 수 없었고 색도 및 경도 측정 결과와 같이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과육의 내부 

갈변과 경도 감소로 볼 때, 육안으로도 좋지 않은 품질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 kGy 

이상의 고선량 감마선 조사는 관능적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Thayer DW 1994; Kwon et al 1998).

Table 8. Changes in sensory score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Sensory 

parameters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SEM3)

Sourness
0 5.2aA1) 5.6aA 4.7aA 1.15 

0.4 5.0aA 5.0aA 4.3abA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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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20).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60). On the hedonic scale for sourness, sweetness, texture, color, flavor and 

overall acceptance a score of 1=dislike extremely~7=like extremely.

아. 총 페놀 함량

저장 0일 비조사구 대비 조사구의 증가율은 5.8%(0.4 kGy), 3.7%(0.6 kGy), 6.4%(0.8 kGy), 

15.5%(1 kGy), 16.3%(1.5 KGy)로 나타나 0.8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 큰 증가율을 보였고, 저

장 0일 대비 저장 60일째 비조사구는 23.9%, 조사구는 18.9~28.2%까지 증가하여 조사선량과 저

장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Beaulieu 등(67)의 연구에서 양송이에 2 kGy의 감마선을 

처리한 경우 총 페놀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하였다. Hanotel 등(1995)은 방사선 

0.6 5.4aA 4.8aAB 4.3abB 1.12 
0.8 5.4aA 5.3aA 4.1abB 1.28 
1.0 5.5aA 4.0bB 3.4bcB 1.37 
1.5 4.7aA 3.3bB 3.0cB 1.37 

SEM2) 1.29 1.16 1.22 

Sweetness

0 5.9aA 5.1aA 5.6aA 0.94 
0.4 6.0aA 5.1aA 5.1abA 1.07 
0.6 6.1aA 4.9aB 4.7abB 1.28 
0.8 6.0aA 4.9aB 5.1abAB 1.18 
1.0 5.6aA 4.7aAB 4.1bcB 1.30 
1.5 5.5aA 3.4bB 3.2cB 1.59 
SEM 0.95 1.20 1.43 

Texture

0 5.9aA 6.0aA 5.6aA 1.02 
0.4 5.9aA 4.6bcdB 5.1abAB 1.24 
0.6 5.9aA 4.9bcB 5.3abAB 1.07 
0.8 6.1aA 5.6abAB 4.9abB 1.22 
1.0 5.6aA 4.4cdA 4.4bA 1.37 
1.5 5.5aA 3.6dB 4.9abA 1.42 
SEM 1.20 1.34 1.10 

Color

0 6.1aA 5.5aA 5.0aA 1.31 
0.4 6.1aA 5.3aA 4.9aB 1.21 
0.6 6.3aA 5.3aB 4.9aB 1.14 
0.8 6.2aA 5.4aAB 5.0aB 1.17 
1.0 6.1aA 5.4aAB 4.4aB 1.37 
1.5 5.9aA 5.3aA 5.2aA 1.07 
SEM 0.88 1.08 1.30 

Flavor

0 5.4aA 4.6aA 4.7aA 0.99 
0.4 5.4aA 4.6aA 3.6bcB 1.20 
0.6 5.5aA 5.1aB 4.6aB 0.98 
0.8 5.7aA 4.6aA 4.1abB 1.16 
1.0 5.8aA 4.9aB 3.6bcB 1.38 
1.5 5.5aA 3.7bA 3.0cA 1.51 
SEM 1.14 0.98 1.04 

Overall

acceptance

0 5.9aA 5.6aA 5.1aA 1.01 
0.4 5.8aA 5.0abAB 4.7aB 1.15 
0.6 6.1aA 5.0abB 5.0aB 1.13 
0.8 6.0aA 5.1aAB 4.7abB 1.14 
1.0 5.7aA 4.1bcB 4.0abB 1.33 
1.5 5.3aA 3.9cB 3.4bB 1.47 
SEM 1.05 1.11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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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가 과일이나 채소의 갈변을 유도하는 polyphenol oxidase 의 활성을 낮춰 phenolic 

compound 의 효소에 의한 산화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고, Fan 등(2003)은 방사선에 의해서 

생성된 free radical이 일종의 stress로 작용하여 phenolic compound 합성을 촉진시켜 항산화능 

상승을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방사선 조사를 식품 및 천연 자원이 가진 유용성분의 

기능성을 향상시키는 데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는 않았지만 조사구에서의 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오렌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산화 기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9. Changes in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 GAE/100g FW1))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4)

0 74.29cC2) 80.08bB 78.80cB 90.41eA 92.01dA 1.87 
0.4 78.61bD 84.40aC 89.23bB 95.11dA 97.24bA 1.85 
0.6 77.04bE 81.17bD 88.41bC 97.41bcA 94.97cB 2.10 
0.8 79.07bD 85.40aC 92.47aB 99.69aA 101.39aA 2.27 
1.0 85.81aC 86.10aC 87.96bC 95.75cdB 102.19aA 1.74 
1.5 86.43aD 85.40aD 89.71bC 98.53abB 102.73aA 1.85 

SEM3) 1.11 0.64 1.06 0.76 0.99 　

1) GAE: gallic acid equivalents. 2)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자. 플라보노이드 함량

저장 0일째 비조사구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00 g의 식용부위를 기준으로(fresh weight, FW) 

146.21 mg naringin으로 측정되었지만 조사구는 14.0~36.2%까지 증가하여 비조사구보다 조사구

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냈고, 저장 45일부터는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다. 저장

기간에 따른 플라보노이드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장 0일 대비 저장 60일에 비조사구는 33.7%, 

조사구는 19.3~48.9%까지 증가하여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크게 증가하

였다. 이는 총 페놀 함량의 측정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두 측정법간의 상관계수는 R2=0.830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1),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증가는 주로 폴리페놀 화합물

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0. Changes in flavonoid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 naringin/100g FW)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0 146.21dB1) 153.70bB 159.05cB 183.18dA 195.45dA 5.34 
0.4 182.86abcBC 166.71abC 165.29cC 190.64dB 218.21cdA 5.70 
0.6 166.75cD 148.00bE 184.41bC 205.02cB 239.35bcA 8.59 
0.8 171.83bcB 155.36bB 182.33bB 231.96bA 255.48bA 10.67 
1.0 184.48abB 177.59aB 203.15aB 249.60aA 274.75abA 10.74 
1.5 199.12aC 167.57abD 189.07bC 256.08aB 292.71aA 12.48 

SEM2) 4.38 3.23 3.87 6.98 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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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차. 항산화활성 평가결과 

DPPH radical 소거능은 50%의 저해능을 나타내는 농도인 IC50값으로 나타내었다. 저장 30일까

지는 초기의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저장 45일부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저장 0일 대비 저장 

60일째 비조사구는 11.6%, 조사구는 10.2~17.6%까지 IC50 값이 증가해 낮은 활성을 보였다. 비

조사구와 조사구 간에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조사선량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

아 오렌지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Kim 등(2005)은 감귤 정유의 수소공여능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Kang 등(2003a) 역시 귤피 추출액의 수소공여능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가 없

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Table 11. Changes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0 1.90aC1) 1.87aC 1.93aBC 2.03aAB 2.12aA 0.03 
0.4 1.94aBC 1.89aC 1.87abC 2.05aB 2.23aA 0.04 
0.6 1.88aC 1.84aC 1.85abC 2.08aB 2.21aA 0.04 
0.8 1.96aABC 1.89aBC 1.81bC 2.04aAB 2.16aA 0.04 
1.0 1.93aB 1.83aB 1.90abB 2.00aAB 2.15aA 0.04 
1.5 1.93aBC 1.86aC 1.86abC 2.01aB 2.14aA 0.03 

SEM2) 0.01 0.02 0.01 0.02 0.02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ABTS radical 소거능 변화는 50%의 저해능을 나타내는 농도인 IC50값으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

적 차이도 없었지만, 저장 0일 대비 저장 60일째 비조사구는 18.1%, 조사구는 9.8~14.2%까지 

IC50값이 증가해 낮은 활성을 보였다. 이는 DPPH radical 소거능과 유사한 결과로 이 두 측정법

간의 상관계수는 R2=0.651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냈고(p<0.01), ABTS radical 소거능은 

DPPH radical 소거능과 마찬가지로 오렌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12. Changes i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Storage period (days)



- 199 -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FRAP 방법은 산화 및 환원 반응에 의해 총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낮은 pH에서 환원

제에 의해 ferric tripyridyltriazine(Fe3+-TPTZ) 복합체가 ferrous tripyridyltriazine(Fe2+-TPTZ)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대부분의 항산화제가 환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

되어진 방법이다(Benzie & Strain 1996). 저장 0일 비조사구는 5.76mM로 측정되었지만 조사구

는 5.4%(04. kGy), 14.9%(0.6 kGy), 13.2%(0.8 kGy), 14.8(1 kGy), 18.4%(1.5 kGy)의 증가율을 보

여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지만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

고,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에서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Ahn 등(2005)은 배추에 감마선 조사를 

한 결과, 비조사구보다 조사구에서 높은 FRAP 값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

하였고, 선행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감마선 조사는 항산화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3. Changes in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FRAP)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M)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0 5.76dB1) 6.97dA 6.98cA 6.98bA 6.93bA 0.13 
0.4 6.07cC 7.22cB 7.56abA 7.44aA 7.03abB 0.14 
0.6 6.62bC 7.29cA 7.39bA 7.11bAB 6.96abB 0.08 
0.8 6.52bC 7.61abA 7.42bA 7.01bB 7.07abB 0.11 
1.0 6.61bD 7.56bA 7.62abA 6.93bC 7.26aB 0.10 
1.5 6.82aB 7.82aA 7.70aA 7.01bB 7.04abB 0.11 

SEM2) 0.09 0.07 0.06 0.05 0.04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환원력은 저장 0일 대비 저장 60일째 비조사구는 3.6%, 조사구는 7.0~10.5%까지 EC50값이 증가

해 낮은 활성을 보였고, 각 저장일마다 비조사보다 조사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조사선량

에 따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환원력 측정 결과는 radical 소거활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EC50값으로 나타낸 환원력과 

IC50값으로 나타낸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R2=0.297과 R2=0.421로 

dose(kGy) 0 15 30 45 60 SEM3)

0 6.67aC1) 7.12aB 7.13aB 6.92cBC 7.88aA 0.11 
0.4 7.06aB 7.01aB 7.18aB 7.35abAB 7.84aA 0.11 
0.6 7.17aB 7.00aB 7.07aB 7.21bB 7.87aA 0.09 
0.8 6.99aC 6.99aC 7.16aBC 7.33abB 7.77aA 0.08 
1.0 6.81aC 6.92aBC 7.21aB 7.18bB 7.71aA 0.09 
1.5 6.71aC 6.94aBC 7.18aB 7.49aA 7.66aA 0.10 

SEM2) 0.07 0.03 0.04 0.05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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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 두 측정치 간에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고(p<0.01), 이는 시료에 함유된 환원물질의 종류

와 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radical에 대응하는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Lee 등 2012).

Table 14. Changes in reducing power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60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45 60 SEM3)

0 6.16abC1) 6.40cAB 6.15cA 6.36eBC 6.38eABC 0.26 
0.4 6.26bcC 6.54dB 6.67dAB 6.66dAB 6.92dA 0.49 
0.6 6.25abcC 6.23cB 6.37bB 6.69aA 6.78bA 0.66 
0.8 6.33aC 6.53bAB 6.48dBC 6.79cA 6.78dAB 0.37 
1.0 6.46abcC 6.72cB 6.62bB 6.94abA 6.91cA 0.58 
1.5 6.34cD 6.88aB 6.49aB 7.00bcC 6.88aA 1.00 

SEM2) 0.37 0.38 0.36 0.45 0.60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4)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2. 상온저장(저장온도; 20±0.1℃, 조사선량 0, 0.4, 0.6, 0.8, 1, 1.5 kGy)

가. 미생물 변화

일반 호기성 세균은 비조사구에서 저장 0일 4.24 log CFU/g에 비해 저장 15일째 6.38 log 

CFU/g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으나, 조사구에서는 선량 증가에 따른 미생물 감소 효

과를 보였다. 저장 3일과 6일째 검출한계 이하의 수준을 보였던 0.6 kGy와 0.8 kGy는 저장 9일

째 다시 검출되기 시작하여 저장 15일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1 kGy와 1.5 kGy는 저장 

15일째 검출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효모 및 곰팡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저장 0일 비조사

구는 3.98 log CFU/g에 비해 저장 15일째 6.68 log CFU/g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으

나, 조사구에서는 선량 증가에 따라 미생물 감소 효과를 보였고 0.8 kGy 이상의 선량에서는 검

출한계 이하의 수준을 보였다. 0.6 kGy와 0.8 kGy의 선량은 저장 3일과 6일째 검출한계 이하의 

수준을 보였으나 저장 9일 이후에 다시 검출되기 시작하여 저장 15일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고, 1 kGy는 저장 15일에 다시 검출되었다. 1.5 kGy는 모든 저장기간 동안 검출한계 이하의 

수준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는 감마선에 의해 손상 받은 생존세포

가 post irradiation effect에 의해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변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세

포 증식력을 상실한 것으로 사료된다(Ma & axcy 1981). 

Table 15. Changes in microbial growth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log CFU/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Total

aerobic

0 4.24aD1) 4.83aCD 5.10aBCD 5.37aABC 6.05aAB 6.38aA 0.16 
0.4 0.75bA 0.75bA 1.25bA 1.47bA 1.33bA 1.90bA 0.25 

0.6 0.75bB ND ND 0.79bcB 1.21bAB 2.42bA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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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0). 4)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나. 색도변화

과피의 L값(명도)과 a값(적색도)은 비조사구는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고 조사구는 저장 9일까지 선량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저장 12일째 선량이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조사구에서 색은 더욱 진해지고 적색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b값(황색도)은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저장 12일과 

15일째 큰 감소폭을 보여, 저장기간 동안 감마선 조사에 의해 황색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

진다. ΔE값(전체적인 색차)은 12.0 이상이면 상당히 큰 정도(very much)의 육안적 차이에 해당

하는 것으로(Bae 등 2008), 과피의 ΔE값은 49.02~80.59의 범위를 보이며 모든 시료에서 very 

much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고 저장기간과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색차의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6.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bacteria

0.8 0.38bB ND ND 0.41bcB 0.88bB 2.43bA 0.21 
1.0 0.38bB ND ND ND ND 1.20bA 0.13 
1.5 ND4) ND ND ND ND 0.75bA 0.09 

SEM2) 0.27 0.27 0.29 0.32 0.35 0.35 　

Yeasts

and

molds

0 3.98aC 4.30aBC 5.23aBC 5.51aAB 6.21aA 6.68aA 0.23 
0.4 1.00bA 0.38bA 1.18bA 0.85bA 1.73bA 1.98bA 0.25 
0.6 0.83bBC ND ND 0.45bAB 1.18bcAB 1.89bA 0.21 
0.8 ND ND ND 0.38bB 0.75bcAB 1.80bA 0.17 
1.0 ND ND ND ND ND 0.48bcA 0.08 
1.5 ND ND ND ND ND ND 0.00 

SEM 0.26 0.26 0.28 0.31 0.35 0.36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7)

L1)

0 66.40abA5) 67.89abA 64.01dB 64.02cB 58.70aC 55.76cD 0.55 
0.4 66.22abA 66.55bcA 65.52abA 65.20bcA 57.20aB 56.75cB 0.54 
0.6 66.12abB 68.47aA 64.16cdC 66.47abB 57.86aD 54.38cE 0.63 
0.8 65.73abBC 66.54bcAB 64.79bcdC 66.93aA 58.59aD 64.75aC 0.37 

1.0 65.27bA 65.36cA 65.32abcA 65.76abA 54.98bC 69.26bB 0.58 
1.5 66.82aA 66.31bcA 66.28aA 67.08aA 55.32bB 50.84dC 0.80 
SEM6) 0.16 0.24 0.18 0.24 0.29 0.61 　

a2)

0 31.27abA 29.88bA 30.18abA 27.55abcB 26.61aB 24.55bC 0.38 
0.4 31.34abAB 31.67abA 31.42aAB 29.91aB 22.68cC 23.67bcC 0.49 
0.6 31.70abA 26.53cC 29.24bB 26.83bcC 21.19dD 21.80dD 0.53 
0.8 31.78abA 30.15bAB 31.29aA 29.29abB 23.18bcD 26.20aC 0.43 

1.0 32.99aA 32.66aA 30.69abB 29.01abC 24.02bD 22.32cdE 0.53 
1.5 30.68bA 30.31bA 29.68abA 26.13cB 23.23bcC 22.49cdC 0.48 

SEM 0.25 0.37 0.25 0.36 0.25 0.26 　

b3)

0 73.44aA 72.89aA 68.09cB 68.10cB 61.87aC 52.54bD 0.92 
0.4 72.64abA 69.03cB 73.42aA 70.93bAB 56.13bcC 55.00bC 0.97 

0.6 72.50abB 72.53aB 70.59bB 75.03aA 56.48bC 47.99cD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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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 Degree of lightness. 2) a: Degree of redness. 3) b: Degree of yellowness. 4) ΔE: Overall color 

difference∆ ∆ ∆ . 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6)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90). 7)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90).

과육의 L값은 비조사와 조사구 간의 증가 또는 감소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저장 0일에 

비해 저장 15일째 감소하였다. a값은 저장 0일째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저장 3일째부

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조사구를 제외한 모든 조사선량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Kim 등(1996)은 과육 내에 chlorophyll이 존재하기 때문에 a값이 음의 값을 나타낸

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가 chlorophyll 색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

다. b값은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ΔE값은 과피보다 낮은 27.55~41.87의 범위를 보이며 모든 시료에서 very much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고,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1 kGy 이

상의 감마선 조사는 대사적 이상을 유도하여 과일의 갈변 장해 및 발생을 촉진한다고 보고

(Kang 등 2003b)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도 오렌지의 색도적 품질 유지를 위해 1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17.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flesh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0.8 72.98abA 70.47abB 70.22bB 74.99aA 60.09aD 65.43aC 0.66 
1.0 70.73bA 71.28abA 72.28abA 72.60abA 53.41cB 54.86bB 1.07 

1.5 71.49abB 70.39abB 71.23bB 74.53aA 53.75bcC 43.55dD 1.42 
SEM 0.31 0.36 0.35 0.44 0.54 0.93 　

ΔE4)

0 79.88aA 78.80aA 74.51dB 73.47dB 67.36aC 58.02bD 0.95 
0.4 79.16abA 75.97bB 79.89aA 76.99cB 60.61cC 59.92bC 1.05 
0.6 79.14abAB 77.33abBC 76.45cC 79.77abA 60.33cD 52.77cE 1.27 
0.8 79.64abA 76.67abB 76.92bcB 80.59aA 64.43bD 70.51aC 0.71 

1.0 78.06abA 78.46abA 78.54abA 78.23bcA 58.58cB 59.35bB 1.13 
1.5 77.82bA 76.69abA 77.19bcA 79.05abcA 58.57cB 49.02dC 1.44 

SEM 0.27 0.34 0.33 0.40 0.53 0.90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7)

L1)

0 48.70cC5) 47.24aA 50.61aBC 49.62aAB 48.02cdAB 46.48cC 0.23 
0.4 54.38aA 46.54aA 50.73aA 48.73aA 50.09abA 49.22aA 0.40 
0.6 51.27bcA 46.20aA 50.36aA 50.13aA 47.62dA 47.34bcA 0.31 
0.8 53.91abA 47.76aA 50.52aA 49.48aA 49.61abcA 47.25bcA 0.39 

1.0 52.27abCD 47.84aAB 48.75aD 48.72aABC 48.75bcdBCD 47.26bcA 0.31 
1.5 48.47cC 47.41aA 48.87aBC 49.47aBC 50.76aBC 48.20abAB 0.27 

SEM6) 0.47 0.22 0.27 0.19 0.26 0.21 　

a2)

0 -1.95bB -0.87bcA 0.18aA -0.55aA 0.04aA -0.85aA 0.15 
0.4 -0.02aBC -0.79abcABC -0.87bcAB -0.21aA -0.96bAB -2.77dC 0.16 
0.6 -0.92aA -0.24abBC -0.30abAB -0.97abAB -1.82cAB -2.21cC 0.13 
0.8 -0.22aA -0.02aA -0.42abB -1.45bAB -1.65abAB -1.10aAB 0.15 

1.0 -0.63aA -0.65abB -0.32abC -0.68abBC 0.23aA -1.69bBC 0.10 
1.5 -0.28aA -1.45cD -1.68cC -0.66abAB -1.23abAB -1.74bBC 0.12 
SEM 0.16 0.11 0.14 0.12 0.14 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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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ubscripts of this table are same as Table 16. 

다. 경도

오렌지의 경도 변화는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저장 0일 비조사구 대비 조사구의 감소율은 26.55%(0.4 kGy), 21.02%(0.6 

kGy), 18.65%(0.8 kGy), 34.06%(1 kGy), 37.60%(1.5 kGy)로 1 kGy와 1.5 kGy에서의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지만 저장 15일째는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저장 0일 대비 저장 15일째 비조사구는 38.6%, 조사구는 10.4~28.4%까

지 높은 감소율을 보여 비조사구에 의한 감소율이 조사구에 의한 감소율보다 높게 나타났고, 

각 저장일에서 0.6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 큰 감소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Nagai & Moy 

(1985)가 valencia 오렌지에 감마선 조사한 연구와 Ladaniya 등(2003)가 ‘Nagpur' mandarin 및 

'Mosambi' sweet 오렌지에 감마선 조사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Graham 등(2002)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고분자량의 전분이 depolymerization 되어 저분자량의 화합물이 생성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의 경도 감소 역시 같은 현상의 결과로 해석된다. 본 실험결과 0.6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오렌지의 경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기간을 

연장시키고 과실의 경도 감소율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선량은 0.4 kGy 이하인 것으로 사료된

다.

Table 18. Changes in hardnes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0 2629.07aA1) 2248.97aB 2004.23aB 2044.09aC 1904.79abD 1607.45aE 55.02 
0.4 1931.10cA 1835.24bAB 1648.29bAB 1797.65bC 1823.61bC 1458.03bD 28.13 
0.6 2076.53bA 1680.06cC 1475.82cC 1545.35cD 1842.13bB 1494.33bD 35.62 
0.8 2138.84bA 1646.54cC 1403.01cdC 1455.01cD 1951.72aB 1530.83abD 42.63 
1.0 1733.59dB 1600.20cC 1614.45bC 1502.13cD 1898.51abA 1494.65bD 26.39 
1.5 1640.53dA 1231.97dC 1354.81dC 1320.67dC 1484.66cB 1470.51bB 28.32 

SEM2) 56.04 52.70 52.70 42.28 28.31 14.12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b3)

0 30.04cC 29.44aA 32.06aBC 32.88aAB 27.53dBC 30.57abC 0.35 
0.4 41.85aA 28.43aA 30.26aA 32.27abA 31.99bA 30.34abA 0.74 
0.6 34.11bcA 29.09aA 32.51aA 31.95abA 28.72cdA 31.15aA 0.38 
0.8 38.99abA 31.16aAB 33.50aAB 29.10cC 31.26bcBC 28.77bABC 0.71 

1.0 34.05bcD 29.25aB 30.76aCD 29.79bcBC 32.64bB 32.13aA 0.42 
1.5 32.37cAB 30.05aAB 30.02aA 30.72abcB 35.55aA 31.93aA 0.53 
SEM 0.82 0.43 0.46 0.37 0.48 0.33 　

ΔE4)

0 30.12cC 29.46aA 32.11aBC 32.89aAB 27.55dBC 30.58abC 0.35 
0.4 41.87aA 28.47aA 30.28aA 32.29abA 32.02aA 30.47abA 0.74 
0.6 34.14bcA 29.10aA 32.53aA 31.98abA 28.78cdA 31.23aA 0.38 
0.8 39.04abA 31.16aAB 33.51aAB 29.15cC 31.33bcBC 28.80bABC 0.71 

1.0 34.06bcD 29.27aB 30.76aCD 29.81bcBC 32.65aB 32.18aA 0.42 
1.5 32.40cAB 30.09aAB 30.07aA 30.75abcB 35.58aA 31.99aA 0.53 
SEM 0.82 0.43 0.46 0.37 0.48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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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라. 산도 및 총고형분

산도는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일률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고, 

Miller와 McDonald (1996)는 감마선 조사를 한 포도에서 산 함량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고, Kwon 등(2002)은 감마선 조사한 배의 산도 측정 결과 처리조건별 차이와 변화 양

상을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총고형분 함량은 조사구에 비해 비조사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조사선량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저장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감마선 조사된 과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총고형분 함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성숙이 지연되었음

을 시사한다(Moreno 등 2006).

당산비는 과실의 품질판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비조사구와 0.4, 0.6, 0.8 kGy는 저장 

12일까지 계속 증가하다가 저장 15일째 조금 감소하였고, 1, 1.5 kGy는 저장 6일과 12일에 걸

쳐 초기의 당산비 수준보다 증가하였지만 저장 15일째 다시 감소하였다. Kim (2009b)은 일반적

으로 감귤이 성숙됨에 따라 산 함량이 낮아지고 당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저장기간에 

따라 당산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본 실험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의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 감마선 조사는 당산비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9. Changes in titratable acidity and total soluble solid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Titratable
acidity (%)

0 2.84abC1) 2.99aB 2.84aC 3.76bA 2.18dE 2.33aD 0.53 
0.4 2.58bcB 2.43cC 2.43bC 3.51cA 2.13dE 2.30aD 0.46 
0.6 2.99aB 2.27aC 2.30cC 3.34dA 2.26cC 2.13cC 0.48 
0.8 2.54cB 2.30aD 2.41bC 4.07aA 2.18dE 2.20bE 0.68 
1.0 2.20dD 2.45cB 2.33cC 3.87bA 2.39aBC 2.35aC 0.59 
1.5 2.15dE 2.58bB 2.45bC 3.57cA 2.33bD 2.18bcE 0.50 

SEM2) 0.34 0.25 0.18 0.25 0.10 0.09 　

°Brix

0 11.00aE 12.80aA 12.00aC 12.07aB 11.07bD 10.00bF 0.93 
0.4 11.20bA 10.73bB 10.80eB 9.77dE 10.40eC 10.00bD 0.50 
0.6 11.00bA 10.00fC 11.00cdA 10.00cC 10.60dB 9.33cD 0.62 
0.8 10.23cC 10.30dC 10.90deAB 10.80bB 11.03bA 10.27aC 0.35 
1.0 10.00dCD 10.17eC 11.30bA 9.93cD 10.80cB 9.13cE 0.71 
1.5 10.00dD 10.60cC 11.07cB 9.17eE 11.33aA 9.27cE 0.86 
SEM 0.52 0.97 0.41 0.96 0.32 0.46 　

°Brix/Acid

ratio (%)

0 3.88cD 4.29bC 4.23cC 4.87aB 5.09aA 4.30bcC 0.10 
0.4 4.34abC 4.41aBC 4.44bB 4.39bBC 4.88bA 4.34bC 0.05 
0.6 3.72cC 4.41aB 4.77aAB 4.86cA 4.69cAB 4.38bB 0.10 
0.8 4.03bcE 4.77aD 4.52bD 4.93bB 5.07aA 4.67aC 0.08 
1.0 4.55aB 4.14cC 4.86aA 4.51bB 4.52dB 4.20cC 0.06 
1.5 4.64aB 4.11cD 4.51bB 4.28bC 4.87bA 4.26bcCD 0.06 
SEM 0.09 0.04 0.05 0.07 0.05 0.04 　

1) 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F: Values with 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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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36).

마. 총당 및 환원당

총 당 함량은 20℃의 저장 조건에서 비조사구보다 조사구에서 높게 나타났고, 저장 6일까지는 

초기의 당 함량 수준을 유지하다가 저장 9일에 증가폭이 커졌다. 저장 0일 대비 저장 15일까지 

비조사구는 16.6%, 조사구는 9.6~19.7%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과육에서 과피로의 수분이동에 의한 중량감소를 유발하여 내용

성분의 농축효과로 당 함량이 증가(Kubo & Haginuma 1980)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 편, 감마선 조사된 오렌지의 환원당 함량은 저장 0일 대비 저장 15일째 비조사구는 17.3%, 

조사구는 10.2~21.2%까지 증가하여 총 당 함량의 증가폭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ee 등(2008a)이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량 함량도 증가하였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였고, 

Manolopoulou & Papadopoulou (1998)도 감마선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장기간에 따라 총 당 

및 환원당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

Table 20. Changes in total sugar contents and reducing sugar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Total

sugars

0 9.21bBC1) 9.17aC 9.43aB 10.58aA 10.53bA 10.74bA 0.17 
0.4 9.38bB 9.40aB 9.63aB 10.62aA 10.53bA 10.76bA 0.16 
0.6 9.70abC 9.32aC 9.50aC 10.51aB 10.83abAB 11.07aA 0.17 
0.8 9.21bB 9.18aB 9.51aB 10.64aA 10.76abA 11.02abA 0.21 

1.0 9.90abC 9.23aD 9.86aC 10.78aB 10.67abB 11.23aA 0.17 
1.5 10.31aC 9.46aE 9.82aD 10.78aB 10.89aB 11.30aA 0.16 

SEM2) 0.13 0.05 0.07 0.05 0.05 0.06 　

Reducing

sugars

0 5.66bcC 5.72cC 6.60bcA 6.44cdA 6.18dB 6.64aA 0.10 
0.4 5.89abA 6.28aA 6.46cA 6.22eA 6.28cdA 6.49aA 0.10 
0.6 5.55cD 6.03bC 6.87aA 6.32deB 6.47bcB 6.69aA 0.11 
0.8 5.62bcC 5.98bB 6.83aA 6.72bA 6.60abA 6.81aA 0.12 

1.0 5.99aD 6.24aC 6.84aAB 6.99aA 6.77aB 6.92aAB 0.09 
1.5 6.17aD 5.94bC 6.73aAB 6.63bcB 6.26cdC 6.99aA 0.09 
SEM 0.06 0.05 0.04 0.07 0.06 0.10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바. Vitamin C 함량

저장 0일 비조사구의 vitamin C 함량과 비교했을 때 조사구의 감소율은 1.8%(0.4 kGy), 

5.6%(0.6 kGy), 13.4%(0.8 kGy), 14.8%(1 kGy), 19.1%(1.5 kGy)로 0.8 kGy 이상의 조사선량에서 

큰 감소율을 보였고,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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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에서는 저장 9일째 비조사구 대비 18.7%, 저장 12일째 23.9%, 저장 15일째 25.5% 감소하며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ascorbic acid의 파괴가 증가

한 것으로 보인다. Byun 등(1999)은 감마선 무처리 귤의 ascorbic acid 함량은 37.8 mg%였으나 

감마선 조사한 귤은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15.7~21.9 mg%가 파괴되었다고 보고하였고, 

Ladaniya 등(2003)도 감마선 조사한 'Mosambi' sweet orange에서 비조사구보다 조사구에서 

vitamin C 함량이 감소하였고,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라서도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Table 21. Changes in vitamin C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사. 관능평가

저장 0일째는 조사선량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에 걸쳐 높은 선호도를 보였지만, 저장 3일째 신

맛과 전체적인 선호도 항목에서 1.5 kGy의 선량이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저장 6일째는 

색깔과 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낮은 선호도를 보였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고, 저장 9일째 색깔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감마선 조사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낮은 선호도를 보였다. 저장 12일째는 조사구에서의 변패취와 불쾌취가 증가해 관능검사

를 수행할 수 없었고, 감마선 조사에 의해 ascorbic acid가 분해되면서 이미와 이취의 원인물질

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Byun 등 1999). 또한 Table 16와 17에 나타난 색도와 물성 측정에서

도 알 수 있듯이, 감마선 조사에 의한 과육 내부의 갈변과 경도 감소가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

라 오렌지의 선호도에 영향을 미쳐 좋지 않은 품질로 평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1 kGy 이

상의 감마선 조사는 관능적 품질을 저하시킨다고 보고한 연구결과(Thayer 1994; Kwon 등 

1998)와 유사한 것으로, 0.8 kGy 이하의 조사구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여 미생물 감

소 효과 뿐 아니라 관능 면에서도 적합한 선량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소를 차단한 혐기적 

상태의 방사선 조사 및 진공포장방법 등을 이용하면 관능적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2. Changes in sensory score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0 15.05aA1) 14.74aA 13.27aB 12.18aC 11.83aC 10.94aD 0.37 
0.4 14.78aA 14.47aA 12.46bB 11.84bC 11.10bD 10.62bE 0.39 
0.6 14.21bA 13.87bA 12.35bB 11.72bC 11.00bD 10.54bcE 0.33 
0.8 13.03cA 12.24cB 12.19bB 11.07cC 10.84bcD 10.34cE 0.23 

1.0 12.83cA 12.00cB 11.49cC 11.03cD 10.62cE 10.02dF 0.22 
1.5 12.18dA 11.85cA 11.02dB 9.90dC 9.00dD 8.15eE 0.36 

SEM2) 0.26 0.29 0.18 0.18 0.21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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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20).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80). On the hedonic scale for sourness, sweetness, texture, color, flavor and 

overall acceptability a score of 1=dislike extremely~7=like extremely.

아. 총 페놀함량

총 페놀함량은 저장 0일에 비해 저장 3일째는 조금 감소하였으나 저장 6일째는 초기의 수준을 

Sensory

parameters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SEM3)

Sourness

0 5.3abA1) 4.7abcAB 5.1aAB 4.3aB 0.15 
0.4 5.3abA 5.1abA 3.9bcB 4.0aB 0.20 
0.6 6.0aA 5.1abA 3.9bcB 3.4aB 0.23 
0.8 5.1abAB 5.6aA 4.6abB 4.5aB 0.17 
1.0 4.9abA 4.4bcAB 3.8bcB 3.8aB 0.17 
1.5 4.6bA 4.1cA 3.5cA 4.0aA 0.18 

SEM2) 0.16 0.13 0.13 0.15 　

Sweetness

0 5.6abA 5.0bAB 5.1aAB 4.3aB 0.20 
0.4 6.5aA 5.5abAB 4.8aB 4.7aB 0.21 
0.6 6.0aA 5.3abAB 4.0aC 4.3aBC 0.22 
0.8 5.5abA 6.0aAB 4.0aB 4.3aB 0.20 
1.0 4.9bAB 5.4abAB 4.3aAB 3.7aB 0.24 
1.5 5.5abA 4.7bA 4.6aA 3.6aA 0.20 
SEM 0.14 0.13 0.17 0.18 　

Texture

0 5.3abA 4.7bA 5.1abA 4.7abA 0.17 
0.4 5.8abA 5.4abAB 5.3aAB 5.0aB 0.12 
0.6 6.4aA 5.6aB 4.5abC 4.0abC 0.19 
0.8 5.3abA 6.1aAB 4.4bBC 4.3abC 0.19 
1.0 5.4abA 4.6bAB 3.3cC 4.2abBC 0.22 
1.5 5.1bA 4.6bAB 3.2cC 3.5aBC 0.24 
SEM 0.15 0.14 0.15 0.17 　

Color

0 5.9aA 5.9aA 5.4aA 5.2aA 0.16 
0.4 5.6aA 5.4aA 5.0aA 5.2aA 0.19 
0.6 5.8aA 5.4aA 4.8aA 5.2aA 0.18 
0.8 5.8aA 5.4aA 5.2aA 5.3aA 0.16 
1.0 5.6aA 5.4aA 5.0aA 5.3aA 0.20 
1.5 5.9aA 5.4aA 5.0aA 5.2aA 0.18 
SEM 0.15 0.13 0.16 0.13 　

Flavor

0 5.8aA 4.9aA 5.0aA 3.5aB 0.20 
0.4 5.8aA 5.4±aA 4.9aA 3.3aB 0.22 
0.6 5.7aA 5.3aA 4.1aB 3.2aB 0.22 
0.8 5.0aA 5.4aA 4.4aAB 3.7aB 0.19 
1.0 5.1aA 4.4aAB 4.3aAB 3.8aB 0.19 
1.5 5.3aA 5.0aAB 5.0aB 3.2aC 0.20 
SEM 0.15 0.13 0.13 0.13 　

Overall

acceptance

0 6.0abA 4.9bcBC 5.4aAB 4.2abcC 0.19 
0.4 6.5aA 5.3abB 5.1aB 4.7aB 0.18 
0.6 6.3abA 5.6abA 4.1bB 3.0cC 0.26 
0.8 5.3bAB 6.0aA 4.8abB 4.5abB 0.20 
1.0 5.6abA 5.0bcAB 4.0bB 3.8abcB 0.23 
1.5 5.8abA 4.3cB 4.1bB 3.2bcB 0.23 
SEM 0.14 0.14 0.14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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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다가 저장 15일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0일 대비 저장 15일째 비조사구는 

8.1%, 조사구는 7.5%(0.4 kGy), 7.2%(0.6 kGy), 7.9%(0.8 kGy), 17.5%(1 kGy), 17.7%%(1.5 kGy)까

지 증가하여 조사선량에 따라 총 페놀 함량도 큰 증가율을 보였다.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저장 15일째는 비조사구 대비 조사구에서 높은 함량을 보였고, 비조사구보다 

조사구에서 총 페놀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Moussaid 등(2000)은 방사선 조사된 오렌지 주스에서 sinensetin, scutallarein 및 

tetra-O-methylscutellarein과 같은 물질의 함량이 비조사구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방사선 조사

시 polymethoxylated flavones의 합성이 유도되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Dubery 등(1999)은 감귤

류의 방사선 조사시 4-(3-methyl-2-butenoxy)

isonitrosoacetophenone과 같은 phenolic 화합물의 축적을 유도한다고 하였으며, Song 등(2006)

는 phenolic compounds가 방사선 조사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free radical을 제거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산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조사구에서의 페놀 함량의 증가로 볼 때 상온저장한 오렌지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산화 기능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3. Changes in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 GAE/100g FW)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0 15.42aAB1) 14.16abB 15.97aA 15.45bAB 15.63bAB 16.67bA 0.25 
0.4 15.29aBC 14.32abC 15.58aAB 15.63abAB 16.13bAB 16.44bA 0.20 
0.6 15.74aBC 14.51abC 15.82aB 15.48bB 17.07aA 16.88bA 0.23 
0.8 15.36aB 13.98bC 15.87aB 16.03abB 17.43aA 16.58bAB 0.32 
1.0 15.40aC 14.07abD 16.51aB 16.39aB 16.96aB 18.09aA 0.32 
1.5 15.84aB 14.86aC 15.69aBC 16.16abB 16.21bB 18.65aA 0.30 

SEM2) 0.21 0.16 0.12 0.12 0.17 0.22 　

1)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자.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품 중에 존재하는 flavonoid 중 가장 흔하게 존재하는 것은 quercetin과 hesperidin, naringin

이다. 그 중 hesperidin과 naringindms 배당체로서 감귤류(citrus fruit)의 과즙 또는 껍질 중에 

많이 존재한다. 감마선 조사된 오렌지를 20±0.1℃에서 보관하면서 15일 동안 관찰한 플라보노

이드 함량 변화는 100 g의 식용부위를 기준으로(fresh weight, FW) 하여 mg naringin 으로 표

시하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 저장일마다 비조사구 대비 조사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지

만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저장

기간의 증가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저장 0일 대비 저장 15일째 비조사구는 60.7%, 조사

구는 44.1~61.5%로 큰 증가폭을 보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긍정적인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총 페놀 함량의 측정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두 측정법간의 상관계수

는 R2=0.753으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p<0.01),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증가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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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폴리페놀 화합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4. Changes in flavonoid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 naringin/100g FW)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0 175.34bDE1) 174.37aE 181.43bD 211.96cC 234.86cB 281.75bcdA 9.45 
0.4 171.43bD 177.44aD 177.53bD 225.19bC 250.50bB 274.15dA 9.75 
0.6 194.14aD 179.10aE 183.83abDE 238.78aC 257.99abB 279.73cdA 9.46 
0.8 188.01aD 170.10aE 184.07abD 238.17aC 264.41aB 288.51bcA 10.81 
1.0 195.07aD 171.33aE 177.99bE 238.44aC 252.99bB 291.89bA 10.61 
1.5 188.45aDE 180.98aE 192.35aD 245.14aC 259.27abB 304.26aA 10.94 

SEM2) 2.32 1.67 1.57 2.91 2.52 2.60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차. 항산화 활성 평가결과

 DPPH radical 소거능 변화는 50%의 저해능을 나타내는 농도인 IC50값으로 나타내었다. IC50값

은 시료가 DPPH radical 형성을 50% 억제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을 mg/ml로 나타낸 것으로, 

값이 낮을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저장 6일까지 초기의 수준을 유지

하면서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저장 9일째와 15일째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고 저장 0일 대비 저장 15일째 비조사구는 48.7%, 조사구는 42.1%(0.4 kGy), 31.8%(0.6 

kGy), 29.8%(0.8 kGy), 30.3%(1 kGy), 20.9%(15. kGy)로 IC50 값이 증가해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낮은 활성을 보였다. Yun 등(2007)은 감마선 조사한 사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감마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2008a)도 감마선 조사는 매실의 수소공여능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른 

IC50값의 증가는 보였으나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조사선량에 

따른 변화도 없어 감마선 조사는 상온 저장한 오렌지의 DPPH radical 소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5. Changes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0 1.52bE1) 1.57aD 1.52aDE 1.77aC 1.83aB 2.26aA 0.06 
0.4 1.59aC 1.50aD 1.55aCD 1.78aB 1.72bB 2.26aA 0.06 
0.6 1.54bC 1.50aC 1.50aC 1.78aB 1.71bB 2.03bA 0.05 
0.8 1.51bC 1.48aC 1.47aC 1.74aB 1.72bB 1.96bcA 0.04 
1.0 1.52bC 1.49aC 1.41aC 1.75aB 1.78abB 1.98bcA 0.05 
1.5 1.58aC 1.47aD 1.42aD 1.75aB 1.76bB 1.91cA 0.04 

SEM2) 0.01 0.01 0.02 0.01 0.01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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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ABTS radical 소거능 변화는 50%의 저해능을 나타내는 농도인 IC50값으로 나타내었다. ABTS 

radiacl 소거능은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조사선량에 따른 변화

도 없었지만, 저장 0일 대비 저장 60일에 IC50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높은 활성을 보여 

DPPH radical 소거능과는 조금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Jeong 등(1994)과 Rice-Evans 등(1997)은 

DPPH와 ABTS radical 소거능은 항산화능을 지닌 페놀성 물질 함량이 높을수록 소거활성이 증

가되므로 free radical 물질인 DPPH와 ABTS의 소거활성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DPPH는 자유라디칼을, ABTS는 양이온 라디칼을 소거하는 점에서 차이가 나고 

두 기질과 반응물과의 결합 정도가 달라져 라디칼 제거능력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결과와 마찬가지로 ABTS radical 소거능 또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6. Changes i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0 6.18cA1) 5.11deC 5.62aB 5.58aB 5.65aB 5.45abB 0.36 
0.4 6.05dA 5.50aB 5.37abB 5.56aB 5.55aB 5.37bcB 0.29 
0.6 5.86eA 5.27cdC 5.25bC 5.37aC 5.52aB 5.52aB 0.24 
0.8 5.97dA 5.02eD 5.37abC 5.54aB 5.59aB 5.30cC 0.31 
1.0 6.42bA 5.31bcCD 5.22bD 5.55aB 5.47aB 5.45abBC 0.41 
1.5 6.70aA 5.47abB 5.22bC 5.44aBC 5.47aB 5.53aB 0.51 

SEM2) 0.30 0.20 0.19 0.16 0.19 0.10 　

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FRAP value는 저장 0일 비조사구는 1.90mM로 측정되었지만 조사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저장 9일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저장 12일과 15일째 초기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조

사선량에 따라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비조사구보다 조사구에서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고, Kim 등(2011)은 감마선 조사에 따른 버찌 추출물의 FRAP value를 측정한 결과 3 kGy

의 조사구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마선 조사는 항산화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7. Changes in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FRAP)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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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환원력 변화는 50%의 산화방지제 효과를 얻는 농도인 EC50값으로 나타내었다. 환원력은 저장 

0일 대비 저장 3일째 EC50값이 조금 감소하였으나 6일과 9일째 초기 수준으로 다시 활성을 유

지하였고, 12일과 15일째 조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지만 각 저장일마다 비조사구보다 조사구에서 EC50값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낮은 활

성을 나타내었다. 비조사구 대비 조사구의 증가폭을 감안할 때 저장일마다의 차이는 있지만 

0.6~0.8 kGy의 조사구가 비조사구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환원력의 경우 항

산화 활성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선량은 0.8 kGy 이하인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환원

력 측정 결과는 radical 소거활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EC50값으로 나타낸 환원력과 IC50값으로 나타낸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과의 상관

계수는 각각 R2=0.719과 R2=-0.115로 나타나 DPPH radical 소거능만 정의 상관관계가 성립되고 

ABTS radical 소거능은 오히려 역의 관계로 나타나 두 측정치 간의 상관관계가 성립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시료에 함유된 환원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radical에 대응한 

능력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보인다(Lee 등 2012).

Table 27. Changes in reducing power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5 days after 

gamma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0 3.05cC1) 2.61bD 3.00bcC 3.06aC 3.19bB 3.59aA 0.07 
0.4 3.18abB 2.81aD 3.00bcC 3.12aB 3.21bB 3.44bA 0.05 
0.6 3.03cB 2.87aC 2.95cBC 3.02aB 3.32aA 3.38bA 0.05 
0.8 3.13bcB 2.72abC 3.11bB 3.16aB 3.39aA 3.36bA 0.06 
1.0 3.26aB 2.80aD 3.24aB 3.04aC 3.33aAB 3.42bA 0.05 
1.5 3.25aA 2.89aC 3.09bB 3.06aB 3.24bA 3.25cA 0.04 

SEM2) 0.02 0.03 0.03 0.02 0.02 0.03 　

1)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18).

 수입과실(오렌지)의 전자선 조사에 따른 품질 특성 평가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15 SEM3)

0 1.90deC1) 1.67dF 2.07bB 2.30aA 1.85cD 1.78cE 0.05 
0.4 1.96cB 1.93aB 2.18aA 2.23bA 1.82cC 1.77cC 0.04 
0.6 1.88eD 1.87bDE 2.10bA 1.98dC 2.04aB 1.84bE 0.02 
0.8 1.95cdC 1.75cE 2.01cB 2.05cA 2.08aA 1.82bD 0.03 
1.0 2.08bB 1.87bE 2.19aA 1.98dC 1.97bC 1.91aD 0.03 
1.5 2.16aA 1.85bD 2.00cB 2.00dB 1.94bC 1.88aD 0.02 

SEM2) 0.02 0.02 0.02 0.03 0.02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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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온저장 (저장온도; 3±2℃, 조사선량 0, 0.2, 0.4, 0.6, 0.8, 1.0 kGy)

가. 미생물 변화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의 변화는 Table 1에 나

타내었다. 그 결과, 일반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모두 저장 0일 째 비조사구에 비해 조

사구에서 감소하였으나 저장일이 지날수록 log CFU/g 값이 증가하여 비조사구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sliced cantaloupe에 0.7-1.4 kGy의 전자선을 조사하여 미생물 변화를 조사한 결과, 

조사구에서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됨을 관찰하였으나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미생물 수가 계

속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Palekar et al, 2004). 한편, 본 연구의 결과는 건조 오징어

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2-16 kGy의 전자선 조사에 의해 감소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나 미

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시료에 존재하는 초기 미생물의 농도와 시료의 물리·화학적 상태, 매

개체의 이화학적 성질 및 조사 후 저장조건에 따라 차이가 난다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와

의 경향차이는 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Ko et al, 2005). 결과적으로, 전자선의 조사는 저

장 초기의 미생물 수를 감소시키기는 했으나 조사구의 log CFU/g 값이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저장일이 지남에 따라 그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미루

어보아 저선량의 전자선은 미생물 생육 억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Changes on microbial growth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log CFU/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37 45

Total
aerobic
bacteria

0 4.01 4.08 3.26 3.35 N.D
0.2 2.30 3.15 2.10 2.50 2.00
0.4 2.00 2.20 2.65 2.15 N.D
0.6 2.00 2.15 2.60 2.30 2.00
0.8 2.00 2.00 2.45 2.30 3.00
1 N.D 2.00 2.80 3.04 3.15

Yeasts
and
molds

0 3.12 3.09 3.32 2.30 4.56
0.2 2.20 2.67 3.04 2.67 2.78
0.4 N.D 2.15 3.48 2.00 2.00
0.6 2.15 2.00 3.15 3.00 2.00
0.8 N.D 2.30 2.68 2.00 N.D
1 2.00 2.00 2.00 N.D 3.00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0). 4)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나. 색도변화

전자선 조사된 오렌지의 색도 변화는 과피와 과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결과를 Hunter 값

을 이용하여 Table 2와 3에 나타내었다. 과피 측정 결과, L값(명도)과 a값(적색도), b값(황색도) 

모두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소폭 증가하다가 저장 37일째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L

값과 a값의 경우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b값의 경우, 저

장 초기에는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저장 45일째 조사구가 낮은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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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다. 한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된 오렌지의 황색도가 조사선량에 따라 갈변의 차이를 

유의적으로 나타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조사구 과피의 황색도가 감소하

기는 하였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감소나 증가의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Kyung et al 2014).

과육의 L값은 조사여부와 저장기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

다. a값은 저장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며, 감귤류 과즙의 a값이 음의 값을 나타내는 것은 

chlorophyll이 존재하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 음의 값을 나타낸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으로 

사료된다 (Kim et al, 2007). b값은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저장기

간에 따라서는 증가하다가 저장 45일째 소폭 감소하였다. 

전자선의 ΔE 값은 비조사구를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색차를 표현하는 값으로, 1.5~3.0의 값은 

색차가 감지되고(noticible), 6.0 이상은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상당한 차이(much)를 나타낸다. 

과피의 ΔE값은 1.80~14.98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과육의 ΔE값은 0.95~6.70의 범위로 나타났

다. 과피의 경우, 저장 0일 째에는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색차가 1.5~3.0 사이의 값으로 색이 

감지되는 정도를 보였고, 저장 15일 이후 6.0 이상의 색차를 나타내기도 하였으나, 저장일 전반

에 걸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른 색차의 일률적인 증가나 감소의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과

육의 경우, 저장일 전반에 걸쳐 ΔE 값의 총 평균이 3.0이하로 색의 차이가 감지되는 정도를 

나타냈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ΔE 값의 증감은 일률적이지 않았다.

종합하여 볼 때, 과피와 과육 모두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색차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고, 이

는 망고와 블루베리에 전자선을 조사한 Moreno 등과, cantaloupe에 전자선을 조사한 

Castell-Perez 등의 연구 결과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유의적인 색도차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과 일치하는 바이다. 따라서 전자선 조사는 오렌지의 과피 및 과육 색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2. Changes o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L1)

0 62.28bC5)±0.986) 64.95bB±1.77 67.30bA±0.94 57.50cD±0.86 61.28aB±3.99

0.2 63.96aD±1.77 67.83aB±0.74 69.80aA±2.66 64.22aC±1.04 54.83cE±1.99

0.4 63.61aB±1.28 68.94aA±0.96 62.90dB±3.40 60.06bC±2.17 59.52aC±2.49

0.6 63.74aB±0.95 68.37aA±0.73 67.76bA±0.99 59.14bC±0.62 59.49aC±1.58

0.8 63.42aB±0.61 68.95aA±1.64 59.52eC±1.23 58.75bcC±2.83 56.80bD±1.00

1.0 63.14abC±1.37 67.95aA±1.36 64.72cB±2.02 58.94bcD±1.65 60.01aD±2.20

  

a2)

0 22.71bB±1.01 26.53abA±0.72 25.17bcA±4.43 21.32aBC±1.87 19.33aC±3.21

0.2 21.79bcC±1.93 28.43aA±0.72 23.38cdB±1.95 22.52aBC±0.99 20.21aD±0.83

0.4 21.50bcC±1.89 26.74abA±1.66 29.53aA±2.62 21.87aC±2.38 19.46aD±1.31

0.6 22.50bB±1.43 26.48abA±4.39 26.96bA±3.22 19.89bC±2.23 19.41aC±0.66

0.8 24.11aB±0.80 25.96bA±3.08 21.96dC±2.75 19.78bD±1.69 19.71aD±0.66

1.0 20.64cC±1.08 27.41abA±1.00 16.55eD±0.67 21.65aB±0.62 16.83bD±1.13

  

b3)

0 67.97bC±0.82 71.35cB±2.88 76.06aA±1.81 58.02cD±1.39 63.28aC±2.65

0.2 69.24aC±1.45 73.45bB±2.60 75.56aA±3.15 70.79aC±1.66 52.68cD±2.89

0.4 68.04bB±1.33 77.61aA±2.03 70.03bB±4.95 61.84bC±3.86 57.90bD±3.88

0.6 69.63aB±0.95 77.82aA±1.69 76.89aA±2.56 59.13bcC±3.15 59.05bC±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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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Degree of lightness. 2)a:Degree of redness.3)b:Degree of yellowness.4)ΔE: Overall color difference

(△ △ △ ) 5)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6)Means±S.D.(n=15).

Table 3. Changes o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ulp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L1)

0 50.31cB5)±1.476) 50.30abB±0.95 50.39aB±1.39 52.21aA±1.90 51.59aA±0.61

0.2 52.21bA±1.65 49.90bB±0.86 50.64aB±2.21 50.08bB±2.12 50.27bB±1.40

0.4 53.25abA±1.45 50.73abB±2.13 51.92aAB±3.05 51.69aAB±2.71 51.48aAB±0.84

0.6 54.06aA±1.40 49.74bD±1.12 52.12aB±2.71 51.29abBC±0.80 50.25bCD±1.35

0.8 52.22bA±2.17 49.81bC±0.98 52.09aA±0.91 51.84aAB±1.54 50.78abBC±1.0
9

1.0 52.67abA±1.72 51.40aAB±2.74 51.79aAB±2.13 52.59aA±1.20 49.89bB±1.48

  

a2)

0 -2.64bB±0.52 -0.74aA±0.89 -2.36abB±0.72 -3.33aC±0.54 -3.27aC±0.65

0.2 -1.98aA±0.50 -2.58bBC±0.47 -2.16abAB±0.91 -3.51abD±0.95 -2.95aCD±0.42

0.4 -2.54bA±0.41 -3.48cB±1.06 -1.97aA±1.50 -3.7abcB±0.47 -3.38aB±0.73

0.6 -2.66bA±0.39 -3.38cB±0.56 -2.96bAB±1.16 -3.09aAB±0.58 -3.29aB±0.51

0.8 -2.67bA±0.87 -3.99cB±0.45 -4.28cB±0.63 -4.17cAB±0.60 -3.84bB±0.31

1.0 -2.64bA±0.31 -3.43cB±0.52 -4.75cD±0.89 -4.00bcBC±1.08 -4.07bC±0.47

  

b3)

0 27.12bcC±0.71 34.86aA±3.17 32.41bB±2.27 34.96aA±4.26 33.28abA±1.87

0.2 28.11abC±1.17 32.13bcA±1.34 30.95bAB±3.10 30.50bAB±2.91 29.02cBC±2.04

0.4 27.31bcB±0.93 33.58abA±4.46 32.10bA±1.80 33.68aA±6.08 34.37aA±3.31

0.6 28.60aC±1.63 28.73dC±0.85 30.79bBC±4.66 34.91aA±2.63 31.03bcB±1.57

0.8 27.54abcC±1.69 30.16cdB±1.67 35.06aA±1.59 34.26aA±2.43 31.84bB±3.63

1.0 26.73cD±1.57 30.42cdC±2.90 31.93bBC±2.46 36.75aA±2.41 33.23abB±2.40

  

ΔE4)

0 0 0 0 0 0

0.2 2.24 3.32 1.49 4.95 4.47

0.4 2.95 3.06 1.61 1.44 1.10

0.6 4.04 6.70 2.45 0.95 2.62

0.8 1.96 5.74 3.70 1.16 1.75

1.0 2.39 5.31 2.81 1.94 1.88

1)-7)Subscripts of this table are same as Table 2.

   

다. 경도변화

0.8 67.81bB±0.54 79.49aA±2.86 63.67cC±2.78 58.62cD±5.36 53.57cE±2.03

1.0 68.74abB±1.11 77.71aA±1.90 71.15bB±2.45 60.07bcC±1.74 56.11bcD±1.50

  

ΔE4)

0 0 0 0 0 0

0.2 2.30 4.04 3.11 14.48 12.45

0.4 1.80 7.42 8.65 4.64 5.67

0.6 2.23 7.32 2.02 2.44 4.60

0.8 1.82 9.09 14.98 2.08 10.70

1.0 2.38 7.08 10.25 2.53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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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선 조사된 오렌지 과육 부분의 저온저장 중 경도 변화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오렌지의 

경도는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0일째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저장 15일째, 조사구 중 1 kGy 조사구가 다른 선량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도를 나타냈으나, 저장 37일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비조사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장 45일째에는 모든 조사구의 경도가 소폭 증가하였으며, 이는 수분함량

의 감소로 인한 경도의 증가로 판단된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과실이나 견과류의 경도가 감소

되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구와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보고였고, 오렌지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대조구와 조사구 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보고하였으며 이는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유의적인 경도차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다 (Kwon et al, 1998; 

Kyung et al, 2014).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은 식품 중 수분의 이온화를 일으켜 활성 유

리 라디칼이 식품 성분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하며, 그 반응에서 생성된 화합물들에 의한 

2차 화학적 반응 은 이화학적 및 물리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방사선 조사에 의해 과실이

나 채소류는 경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식물체의 조직과 수분함량에 따라 다

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종합하여 볼 때, 1 kGy의 전자선 조사는 경도에 영향을 미

쳤으나 저장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조사구와의 차이가 줄어들었고, 0.8 kGy 이하의 조사구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0.8 kGy 이하의 전자선은 오렌지 경도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Changes on hardnes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k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1.253aA1)±0.282) 0.887aB±0.16 0.997aB±0.19 0.952aB±0.11 0.957aB±0.29

0.2 1.171abA±0.11 0.869aBC±0.15 0.975aB±0.20 0.797aC±0.20 0.785aC±0.24

0.4 1.031bA±0.15 0.882aAB±0.19 1.023aA±0.11 0.807aB±0.31 0.953aAB±0.21

0.6 1.113abA±0.22 1.001aAB±0.28 0.886abB±0.10 0.881aB±0.19 0.923aB±0.14

0.8 0.998bA±0.15 0.887aA±0.30 1.037aA±0.19 0.994aA±0.25 0.949aA±0.17

1.0 1.138abA±0.15 0.651bD±0.21 0.761bCD±0.22 0.830aBC±0.13 0.939aB±0.19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10).

라. 당산비 변화

전자선 조사된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산도 및 총고형분 변화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당산비

는 과실의 품질 판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감귤류는 당산비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증

가한다. 감귤은 사과나 배처럼 후숙시키기위해 성숙 이전에 수확할 수 없는 비후숙과

(non-climatric)이며, 일반적으로 비후숙과의 경우 전분의 감소와 함께 당과 가용성 고형물이 증

가하고 산도가 감소하여 당산비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당산비는 

저장 37일에 걸쳐 증가하다가 저장 45일째 다시 감소하였으나 저장 초기의 것보다는 약간 높

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가 있었으나 그 증감이 일률적

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오렌지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라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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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으며 조사선량(목표선량)에는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 와 일치하며, 

감귤이 성숙됨에 따라 당산비가 증가한다는 미야모토 구미의 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전자

선 조사는 오렌지 저장 중 당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Kyung et al, 2014).

Table 5. Changes on Brix/acid ratio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마. 총 당 및 환원당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총 당 및 환원당 함량변화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총 

당 함량은 저장기간에 따라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변화

는 보이지 않았고, 환원당 함량은 조사선량(목표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과일의 당 함량은 성숙과정이나 저장기간 동안 가수분해에 의해 증가되기도 하고, 

호흡기질로 사용되어 감소하기도 하는데 비후숙과인 감귤의 경우 저장기간 중에도 계속되는 

호흡작용으로 내용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며, 한라봉 저장 중 환원당 함량은 저장기간이 경과할

수록 감소됨을 보고한 바 있다 (Lee et al, 2008). 또한, 연구에 의하면 감귤 저장 중 과육으로

부터 껍질로 수분이동에 의한 중량감소를 유발하여 내용성분의 농축효과로 인하여 환원당과 

총당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으며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 또한 이와 일치하였다 (Kim et 

al, 2002). 한편, 감마선 조사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비조사구의 경우 환원당의 함량이 저장

기간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며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 또한 보이지 않았으며, 감마선 조사한 사과의 환원당 함량은 감마선 조사 여부 및 보존 

온도에 크게 상관없이 점차 증가한다는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으로, 전자선 조사 오렌지의 총

당과 환원당은 저장기간에 따라 비조사구와 조사구가 유사한 패턴의 증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

아, 저선량의 전자선 조사는 오렌지의 총당과 환원당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6. Changes on total sugar contents and reducing sugar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13.40dD1)±0.232) 18.44aA±0.81 14.95aC±0.47 16.81dB±0.08 14.48dC±0.18

0.2 16.54abB±0.30 16.77bcB±0.11 14.46abD±0.01 17.44cA±0.09 15.58cC±0.01

0.4 15.14cCD±0.49 15.75dBC±0.35 14.98aD±0.38 17.71bcA±0.41 16.37bB±0.26

0.6 16.19bC±0.30 15.88dC±0.03 14.21bD±0.13 18.79aA±0.29 16.98aB±0.27

0.8 16.97aB±0.36 16.42cdC±0.34 13.36cE±0.04 17.96bA±0.08 15.32cD±0.30

1.0 13.66dE±0.24 17.31bA±0.01 14.74abD±0.34 15.96eC±0.93 16.39bB±0.01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37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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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바. Vitamin C 함량

전자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vitamin C함량 변화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Vitamin 

C 함량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일률

적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조사구는 비조사구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저장 45일째

의 vitamin C 함량은 저장 초기인 0일째의 것보다 46.21~63.75%의 범위로 감소하였다. 조사에 

따른 차이를 보았을 때, 조사구는 비조사구 대비 1.20~29.58%의 범위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

었으나 그 감소폭이 일률적이지 않았다. 이는 귤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1 kGy 미만의 감

마선 조사는 6.9%의 낮은 파괴율을 나타낸 것, 1 kGy 미만의 감마선을 발렌시아 오렌지에 조

사하여 저온 저장하였을 때 ascorbic acid 함량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과 유사하다 (Byun 

et al, 1999;Nagai et al, 1985).  조사 여부에 따른 감소폭은 저장 기간 증가에 따른 감소폭보다

는 확연히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과일과 채소에 저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4주 동안의 

vitamin C 함량 변화를 연구한 결과, 저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영향보다는 저장 기간이 영향을 준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Mitchell et al, 1992). 따라서, 1 kGy 이하 저선량의 전자선 조사는 오렌지의 vitamin C 함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 Changes on vitamin C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11.91aA1)±0.062) 11.22aB±0.29 10.02bC±0.23 6.49bD±0.06 5.27aE±0.29

0.2 11.52aA±0.08 10.06cB±0.11 10.06abB±0.12 8.19aC±0.07 5.06abD±0.11

0.4 9.42cdC±0.06 10.44bA±0.13 9.87bB±0.20 6.22bD±0.09 5.07abE±0.11

0.6 9.06dB±0.14 8.94dB±0.26 10.31aA±0.08 5.87cC±0.35 4.76bD±0.05

0.8 9.87bcB±0.37 10.34bcA±0.12 9.84bB±0.12 4.74dC±0.15 4.25cD±0.12

1.0 10.24bA±0.18 10.38bcA±0.06 9.90bA±0.06 4.44eB±0.04 3.71dC±0.19

  

Total
sugars

  0 24.14cB1)±0.172) 25.01aA±0.49 23.63cB±0.22 21.70bcC±0.05 23.99bB±0.34

  0.2 27.93aA±0.34 23.61bB±0.50 27.88aA±1.32 24.26aB±1.60 20.68cC±0.57

  0.4 23.87cA±0.15 22.39cBC±0.56 21.87dC±0.03 22.56abcB±0.24 20.51cD±0.16

  0.6 26.27bA±0.11 24.72bB±0.59 22.89cC±0.25 23.07abC±0.06 24.79abB±1.06

  0.8 23.92cB±0.62 21.96cC±0.41 25.35bA±0.05 21.09cC±0.90 23.45bB±0.96

  1.0 22.54dB±0.01 23.63bB±0.20 27.30aA±0.14 23.27abB±1.41 25.80aA±1.24

  

Reducing
sugars

  0 6.58eE±0.08 7.53bA±0.10 7.33cB±0.04 6.72fD±0.05 7.06dC±0.04

  0.2 7.09dD±0.04 7.78aB±0.01 7.21dC±0.04 8.10aA±0.06 6.42eE±0.04

  0.4 7.23cC±0.04 7.61bA±0.04 7.14eD±0.02 7.49dB±0.02 7.30cC±0.06

  0.6 8.47aA±0.02 7.30dD±0.03 7.71bC±0.02 7.82bB±0.02 7.73aC±0.01

  0.8 7.84bB±0.01 6.95eD±0.05 7.99aA±0.06 7.05eC±0.05 7.09dC±0.02

  1.0 7.28cC±0.09 7.42cB±0.06 7.27cdC±0.05 7.63cA±0.08 7.54bAB±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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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사. 관능평가

전자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저온저장에 따른 관능 평가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저온 저

장 37일 이후부터 물러짐과 과실의 색, 냄새(변패취)가 관능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판단되어 30

일까지 관능 평가를 수항하였다. 저장 0일째는 조사선량(목표선량)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에 걸

쳐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저장 15일부터 비조사구에서는 저

장기간의 증가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조사구의 각 항목들은 저장 기간과 선량이 

증가할수록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신맛과 조직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선호도가 비조사구

에 비해 조사구에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장 30일째에는 조사선량(목표선량)이 증가함

에 따라 선호도 또한 감소하였다. 색, 단맛, 향은 각각 0.8 kGy 이상의 조사구에서 낮은 선호도

를 나타냈으며, 상기의 모든 항목의 조화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선호도 역시 0.8 

kGy이상의 조사구에서 비교적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은 이취

와 이미를 생성하여 식품의 관능적 특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2013), 수입 오렌지에 대한 0.8 

kGy 이상의 전자선 조사는 식품 방사선 조사에 의한 식품 성분의 변화로 관능적 특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8. Changes on sensory score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Sensory

parameters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Color

  0 5.19aA1)±1.542) 4.56aA±1.31 4.38aA±0.96

  0.2 5.00aA±1.18 5.00aA±0.73 4.81aA±1.05

  0.4 5.00aA±1.34 4.50aA±1.10 4.19aA±1.17

  0.6 5.19aA±1.33 4.56aA±1.03 4.69aA±1.08

  0.8 5.24aA±0.94 4.38aB±0.96 4.38aB±1.36

  1.0 4.86aA±1.35 4.38aAB±1.15 3.94aB±1.06

Sweetness

  0 4.76aA±1.18 3.38bB±1.54 4.88aA±1.31

  0.2 4.38aA±1.17 4.44aA±1.03 4.38abA±1.31

  0.4 4.52aA±1.12 3.69abA±1.07 4.50abA±1.26

  0.6 5.29aA±1.01 3.94abB±1.24 3.63bcB±1.11

  0.8 4.48aA±1.00 3.94abA±1.06 2.94cB±1.00

  1.0 4.38aA±1.36 4.38aA±1.15 2.81cB±1.33

Sourness

  0 4.81aA±1.33 3.44aB±1.26 4.13aAB±1.09

  0.2 4.67aA±1.43 3.88aA±1.09 3.88abA±1.15

  0.4 4.62aA±1.07 3.50aB±1.51 4.19aAB±1.17

  0.6 4.33aA±1.43 3.44aA±1.31 3.50abcA±1.21

  0.8 3.95aA±1.60 3.69aAB±1.20 2.88cB±0.72

  1.0 3.95aA±1.47 3.81aA±1.17 3.13bcA±1.41

Flavor
  0 4.67aA±1.24 3.63aB±1.31 4.31aAB±1.40

  0.2 4.52aA±1.08 3.94aA±1.18 4.06aA±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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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On the hedonic scale for sourness, 

sweetness, texture, color, flavor and overall acceptance a score of 1(dislike extremely)~7(like 

extremely).

아. 총 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전자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총 페놀 함량 변화는 Table 9에,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

화는 Table 10에 각각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일정한 증가나 감소의 경향은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버찌에 감마

선을 조사하였을 때, 미강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총 페놀 함량

이 유의적으로 증가나 감소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던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Kim et al, 

2011;Bae et al, 2002).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

구가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사과

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조사구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비조사구보다 다소 높게 유지되었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Yun et al, 2007). 

Table 9. Changes on total polypheol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 GAE/100g FW1))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114.58cC2)±0.543) 133.23aB±0.50 136.16bB±4.18 134.65cB±1.53 142.85bA±0.17

0.2 132.04aD±0.08 131.63aD±0.25 135.54bC±0.99 138.35bB±0.71 141.40bA±0.19

0.4 115.60cD±1.51 124.69bB±0.64 121.27dC±0.38 143.47aA±0.84 144.90bA±4.46

0.6 125.28bC±0.62 119.39cD±3.14 127.30cC±1.74 130.91dB±0.63 149.73aA±1.02

0.8 116.72cD±3.21 130.86aC±1.73 133.36bC±0.79 140.17bB±0.89 144.50bA±1.65

1.0 114.90cD±0.35 129.74aC±2.73 140.64aA±3.23 130.93dC±1.31 136.29cB±0.69

  0.4 4.62aA±1.36 3.56aB±1.50 3.81abB±1.28

  0.6 4.67aA±1.24 3.69aB±1.35 3.81abAB±1.11

  0.8 4.05aA±1.66 3.31aA±1.30 2.94bA±1.39

  1.0 4.19aA±1.36 3.63aAB±1.09 2.88bB±1.26

Texture

  0 5.14aA±1.20 3.81bB±1.42 4.50aB±1.10

  0.2 4.86aA±1.20 4.75aAB±0.93 4.06abB±1.00

  0.4 4.86aA±1.15 4.31abA±1.20 4.50aA±0.89

  0.6 5.05aA±1.16 4.25abB±0.86 4.19abB±1.11

  0.8 4.48aA±1.36 4.19abAB±0.98 3.44bB±1.21

  1.0 4.52aA±1.36 4.00abA±1.32 3.56bA±1.46

Overall

acceptability

  0 4.90aA±1.51 3.44bB±1.36 4.69aA±1.54

  0.2 4.71aA±1.38 4.44aA±1.15 4.25abA±1.61

  0.4 4.95aA±1.28 3.31bB±1.49 4.19abB±1.17

  0.6 5.19aA±1.25 3.75abB±1.24 3.38bcB±1.41

  0.8 4.76aA±1.45 3.56abB±1.15 2.69cB±1.14

  1.0 4.31aA±1.28 3.94abA±1.00 2.88cB±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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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AE: gallic acid equivalents. 2)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Standard error of 

the means(n=18). 4)Standard error of the means(n=15). 

Table 10. Changes on flavonoid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 naringin/100g FW)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9.87cD1)±0.172) 12.07aC±0.28 12.07bC±0.21 12.63bB±0.10 13.09cA±0.36

0.2 12.14aB±0.24 11.87aC±0.01 11.69cC±0.05 11.91cBC±0.14 13.36cA±0.10

0.4 11.18bC±0.17 12.56aB±1.56 12.58aB±0.03 13.25aB±0.06 14.61aA±0.23

0.6 11.87aC±0.13 11.79aC±0.17 11.72cC±0.14 12.36bB±0.38 13.73bA±0.13

0.8 11.90aE±0.18 12.28aD±0.20 12.61aC±0.08 13.04aB±0.21 13.94bA±0.11

1.0 11.41bC±0.13 12.56aA±0.33 12.73aA±0.15 11.99cB±0.15 12.60dA±0.09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자. 항산화활성 평가결과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DPPH라디컬 소거능은 Table 11에 나타내었다. 저장일

이 경과함에 따라 DPPH 라디컬 소거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

른 일률적인 증감의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저장 45일 째에는 0.8 kGy를 제외한 모든 시료구에

서 저장 0일 대비 2.61~41.32%의 범위로 감소하였으나 비조사구와 조사구간 유의적 차이는 보

이지 않았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전자선 조사가 참다래의 수소공여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Kim et al, 2007).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ABTS 라디컬 소거능 변화는  Table 12에 나타내었으며, 비조사구의 

경우 저장일에 따른 증감이 뚜렷하지 않았고, 조사구의 경우 활성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나 조사 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포도박에 감마선을 조

사하였을 때 3 kGy 미만에서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던 결과와 유사하

며, 고춧가루에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라디컬 소거능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없

었던 결과와 일치한다 (Jo et al, 2010; Jeong et al, 2013).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환원력 변화는 FRAP 활성과 reducing power로 평가하였으며, Table 

13과 14에 각각 나타내었다. FRAP 활성의 경우 저장기간과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일률적

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educing power의 경우 조사후 저장 초기에는 비조사구가 

조사구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나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그 폭이 점차 감소하였다. 야채

주스와 배추에 감마선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각각의 조사구가 비조사구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음이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이나 다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비파 추출물의 환원력은 감

마선 조사에 의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et al, 2006; 

Song et al, 2010; Ah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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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에 의하면 Glucose 및 Fructose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환원력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감

마선 조사에 의해 다른 환원 부분이 생성되지 않고 당이 분해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당류

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glycosidic bond가 분열됨으로써 환원력이 생성되어 아민류와 반응

성이 증가한 반면, 단당류의 경우 환원력은 감소하였다 (Lee et al, 2006). 환원당의 경우 감마

선 조사에 의해 환원력이 감소하였고, 이당류와 전분의 경우 glycoside 결합의 분해로 환원력이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저장기간에 따른 환원력의 증감은 오렌지 내부 당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변화 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1. Changes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2.42cC1)±0.092) 2.92aB±0.05 2.56dC±0.05 3.38cA±0.16 2.87dB±0.11

0.2 2.47cC±0.21 2.99aB±0.07 2.48eC±0.01 2.88dB±0.058 3.39bA±0.03

0.4 2.81bB±0.19 2.53bC±0.09 3.16aA±0.04 3.30cA±0.22 3.31bA±0.07

0.6 3.06bBC±0.09 2.99aC±.04 2.76cD±0.03 3.93aA±0.04 3.14cB±0.08

0.8 3.42aB±0.27 2.96aC±0.08 2.86bC±0.02 3.94aA±0.02 3.38bB±0.03

1.0 2.88bC±0.11 2.42cD±0.04 2.85bC±0.06 3.60bB±0.05 4.07aA±0.12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12. Changes 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8.16Bbc1)±0.142) 8.66aA±0.22 8.58aAB±0.31 8.70aA±0.33 7.92aC±0.21

0.2 9.02aA±0.22 8.18bB±0.14 7.52dC±0.19 8.32aB±0.33 7.67aC±0.10

0.4 8.44bA±0.13 7.52dC±0.09 7.60cdBC±0.09 7.71bB±0.06 6.99bD±0.03

0.6 7.83cB±0.18 7.68cdB±0.15 8.00bcB±0.33 8.61aA±0.44 6.53cC±0.03

0.8 9.11aA±0.30 7.93bcBC±0.19 8.35abB±0.25 7.52bC±0.05 6.57cD±0.43

1.0 8.83aA±0.22 7.83cC±0.13 8.36abB±0.21 7.46bD±0.11 7.15bD±0.16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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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Changes on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FRAP)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M)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7.22cC1)±0.342) 8.37aA±0.13 7.75abB±0.04 6.84cD±0.05 7.65aB±0.06

0.2 8.74aA±0.06 8.23aB±0.01 8.24aB±0.16 7.62aC±0.06 6.91bD±0.05

0.4 7.42cAB±0.13 8.01bA±0.09 6.75cC±0.70 7.33bBC±0.12 6.92bBC±.11

0.6 8.24bA±0.10 7.53cB±0.09 7.07bcC±0.22 6.56eD±0.02 6.44dD±0.02

0.8 7.14cAB±0.09 7.39dA±0.04 7.51bA±0.50 6.68dC±0.03 6.85bcBC±0.03

1.0 8.36abA±0.36 7.94bB±0.04 7.71abB±0.21 6.35fD±0.06 6.78cC±0.06

1)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14. Changes on reducing power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6.01dA1)±0.062) 5.09dC±0.05 5.94bA±0.09 5.23cB±0.03 5.03bC±0.09

0.2 5.91dB±0.15 6.43bA±0.05 5.78bB±0.20 5.29cC±0.20 5.22bC±0.18

0.4 7.02cA±0.11 5.46cC±0.11 5.86bB±0.04 4.82dD±0.10 4.97bD±0.23

0.6 7.65aA±0.14 6.47bB±0.11 5.74bC±0.17 5.67bC±0.14 4.25cD±0.13

0.8 7.63aA±0.11 6.66aB±0.14 6.50aB±0.19 4.94dC±0.15 5.02bC±0.08

1.0 7.26bA±0.09 6.59abB±0.07 5.34cD±0.17 6.14aC±0.15 5.54aD±0.03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2. 상온 저장 (저장온도; 20±0.1℃, 조사선량 0, 0.2, 0.4, 0.6, 0.8, 1.0 kGy)

가. 미생물 변화

전자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미생물 변화를 Table 15에 나타내었다. 일반 호기성 세

균의 경우, 저장 0일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저장일이 지날수록 

미생물수가 증가하여 비조사구와 유사한 값을 나타냈으며,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sliced cantaloupe에 0.7-1.4kGy의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미생물의 생육이 감소되었으나 미생물 수가 저장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보고

와 일치한다 (Palekar et al, 2004). 한편, 건조 오징어에 존재하는 미생물이 2-16kGy의 전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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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선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한다 보고한 바 있으나 방사선 감수성은 매

개체의 이화학적 성질 및 초기 미생물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Ko et al, 2005).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 저장 0일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미생물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일이 지날수록 0.8~1.0 kGy 조사구에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연구에서 감마선 조사 오렌지의 효모 및 곰팡이가 0.8 kGy 이상에서 검출한계를 나타내었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Kyung et al, 2014). 

Table 15. Changes on microbial growth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0). 4)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나. 색도변화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색도변화는 과피와 과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결

과를 Hunter값을 이용하여 Table 16과 17에 나타내었다. 과피와 과육 모두 조사선량에 따른 일

률적인 증감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에 따라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내었다. 과피

의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값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과육

의 경우 L값은 증가하고, a값은 감소하였으며, b값은 저장기간 전반에 걸쳐 증가나 감소의 경

향을 보이지 않았다. 

전자선을 조사하지 않은 오렌지 시료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구의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변화

에 따른 전체적인 색차를 △E값으로 표현하였을 때, △E값의 범위는 과피의 경우 1.05~22.09, 

과육의 경우 0.63~5.82의 범위로 나타났다. 과피의 색차 범위는 근소한 차이(slight)에서 매우 큰 

차이(very much)로 그 범위가 매우 넓게 나타났으나 각 저장기간별 대조군과의 차이가 일률적

이지 않아 조사선량에 따른 증감의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과육의 색차 

범위는 근소한 차이(slight)에서 눈에 띌 만큼(appreciable)의 범위로 나타났고, 이 역시 각 저장

기간별 대조군과의 차이는 일률적이지 않아 전자선 조사가 오렌지 과육의 색도에 미치는 영향

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파프리카에 전자선을 조사했을 때 겉보기 색도(apparent 

(unit: log CFU/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Total
aerobic
bacteria

0 2.33 3.15 1.70 2.30 2.00

0.2 2.40 3.23 2.70 2.00 2.00

0.4 N.D 3.38 1.92 N.D 2.00

0.6 N.D N.D N.D 2.00 2.30

0.8 N.D N.D 1.70 2.00 N.D

1 N.D N.D N.D 2.00 N.D

Yeasts
and
molds

0 3.07 3.02 2.20 2.40 2.84

0.2 2.25 2.30 2.00 2.00 2.00

0.4 N.D 2.00 2.10 2.00 2.00

0.6 2.00 N.D 2.33 N.D N.D

0.8 N.D N.D N.D N.D N.D

1 2.00 N.D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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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한 Nieto-Sandoval 등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또한, 망

고와 블루베리에 전자선을 조사한 Moreno 등과, cantaloupe에 전자선을 조사한 Castell-Perez 

등의 연구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유의적인 색도차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과도 일치한다. 더

욱이, 상기의 결과가 1 kGy 미만의 감마선의 조사는 오렌지의 색도적 품질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Kyung 등의 선행연구와 맥락이 같은 것으로 보아 저선량의 전자선 조사는 오렌지의 과

피 및 과육의 색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6. Changes o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L1)

0
65.59bcA5)±0.746

)
64.09cB±1.28 65.67bA±0.90 53.64dC±2.10 53.70cC±1.76

0.2 65.83bcA±0.62 66.25bA±0.83 61.46dB±1.82 55.22bcC±1.28 55.36aC±1.45

0.4 68.98aA±0.62 66.99bB±0.53 64.06cC±1.63 62.59aD±1.25 53.24cE±1.67

0.6 65.28cC±0.34 68.52aA±1.40 66.87aB±1.34 54.52cdD±1.44 55.03aD±0.73

0.8 67.33bB±.074 69.11aA±0.72 65.37bC±1.63 55.36bcD±0.74 53.85bcE±1.10

1.0 66.48bcA±0.22 64.61cB±1.06 56.67eC±0.80 56.34bC±1.59
54.87abD±0.9

0

  

a2)

0 29.95aA±0.66 30.16bA±1.91 30.81aA±0.92 25.42abB±1.03 22.74abC±0.93

0.2 30.79aA±1.04 28.76cB±1.64
30.21abAB±1.2

9
26.30aC±0.52 23.73aD±1.48

0.4 27.19bB±0.97 27.83cB±1.06 29.78abA±1.05 24.33bcC±1.46 20.17dD±1.55

0.6 31.74aA±0.23
26.13dBC±2.5

0
27.01cB±2.99 24.68bcC±1.34 21.03cdD±1.60

0.8 29.55aA±0.69 25.90dB±1.24 28.97bA±0.78 24.31bcC±1.97 21.14cdD±0.98

1.0 30.16aB±0.51 33.23aA±1.38 23.79dC±0.44 23.57cC±1.32
21.81bcD±1.5

1

  

b3)

0 71.59cA±0.94 66.74dB±3.23 70.86aA±2.22 50.73cC±2.22 50.07bC±2.52

0.2 72.18bcA±0.96 70.28bA±2.94 62.21dB±3.05 52.81bcC±2.04 53.72aC±1.89

0.4 75.95aA±1.09 68.25cdB±2.04 65.03bC±3.29 65.35aC±1.80 46.24dD±3.46

0.6 71.28cA±0.53 69.20bcB±2.32 72.19aA±1.35 51.40bcC±2.24 49.05bcD±2.88

0.8 74.29abA±0.90 74.91aA±0.95 67.45bB±2.93
52.12bcC±1.4

5
47.45cdD±1.10

1.0 73.72abcA±0.33 67.15dB±1.07 51.95eC±2.56 53.38bC±2.17 50.13bD±1.62

ΔE4)

0 0 0 0 0 0 

0.2 1.05 4.37 9.64 2.75 4.13 

0.4 6.17 4.02 6.13 17.18 4.64 

0.6 1.84 6.47 4.19 1.32 2.40 

0.8 3.24 10.49 3.88 2.47 3.08 

1.0 2.31 3.14 22.09 4.21 1.50 

1)L: Degree of lightness. 2)a: Degree of redness.3)b: Degree of yellowness.4)ΔE: Overall color difference

(△ △ △ ) 5)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6)Means±S.D.(n=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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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Changes o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ulp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L1)

0 49.19abA5)±2.026) 49.83aA±1.51 49.01aA±2.54 49.28bA±1.25 48.29bA±1.25

0.2 40.44bB±1.52 48.19bB±1.61 49.34aAB±2.03 48.01bcB±2.76 50.65aA±1.37

0.4 45.69cC±1.19 48.13bAB±1.70 48.95aA±1.79 46.97cB±1.47 48.07bAB±1.46

0.6 48.15abC±1.21 48.19bC±1.58 49.39aBC±1.16 50.90aA±2.12 50.40aAB±0.81

0.8 48.11abB±1.32 50.31aA±2.45 49.63aA±1.22 49.56abA±1.84 51.07aA±1.55

1.0 49.71aAB±2.98 48.31bB±1.74 48.11aB±1.07 48.32bcB±0.84 50.56aA±1.80

  

a2)

0 -0.11aA±1.29 -0.27abA±0.97 -0.77bcA±0.85 -0.44aA±1.02 -0.56aA±1.06

0.2 -0.24aA±0.73 -1.52cD±0.73 -1.38cCD±0.51 -0.59aAB±0.41 -0.93abBC±0.60

0.4 0.47aA±0.67 -0.44abB±0.55 -0.74bcB±0.40 -1.38bC±1.02 -0.62aB±0.82

0.6 -0.27aB±0.63 0.03aB±0.45 1.21aA±1.56 -2.10cC±0.80 -0.33aB±0.71

0.8 -0.24aA±0.26 -0.78bAB±1.33 -1.20bcB±0.43 -1.42bB±0.60 -1.35bB±0.80

1.0 0.07aA±1.41 -0.86bcBC±0.59 -0.63bB±0.57 -1.43bC±0.52 -1.04abBC±0.71

  

b3)

0 33.21abA±3.80 34.71aA±2.54 33.14aA±2.98 34.70aA±4.30 31.97bA±1.71

0.2 32.10abA±2.67 31.89bcA±2.78 32.35aA±2.93 34.90aA±3.43 32.49bA±1.74

0.4 30.68bA±4.03 31.32cA±1.85 31.76aA±1.96 29.45cA±3.25 31.38bA±1.41

0.6 32.50abBC±1.17 31.24cC±3.07 34.28aBC±2.96 33.62abBC±4.06 36.32aA±2.19

0.8 30.80bA±2.98 34.12abA±4.33 32.29aA±2.67 30.82bcA±3.05 32.00bA±4.65

1.0 34.58aAB±4.16 32.30abcBC±3.19 31.80aC±1.39 32.74abcABC±3.24 35.19aA±2.82

ΔE4)

0 0 0 0 0 0 

0.2 1.60 3.49 1.05 1.29 2.45 

0.4 4.36 3.79 1.38 5.82 0.63 

0.6 1.27 3.85 2.32 2.56 4.84 

0.8 2.64 0.91 1.14 4.02 2.90 

1.0 1.48 2.90 1.61 2.40 3.98 

1)-7)Subscripts of this table are same as Table 16.

다. 경도변화

 전자선 조사 수입오렌지의 상온저장동안 경도평가 결과(Table 17), 저장 초기에는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경도차가 유의적이었으며 저장 기간 동안 비조사구의 경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

으나, 조사구의 경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조사구는 비조사구에 비해 낮은 경도를 나타냈

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마선을 조사한 ‘Nagpur’ mandarin과 ‘Mosambi’ sweet orange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경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조사구보다 조사구의 경도가 낮았던 것과 유사하다. 또한, 

Kyung 등(2014)이 오렌지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비조사구와 조사

구 간 차이가 감소한 것과 일치하는 바이다. 전자선 조사에 의해 과일의 cellulose와 

hemicellulose 같은 세포벽 성분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저장 

초기 조사구의 경도 감소는 같은 현상의 결과로 사료된다 (Zhao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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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Changes on hardnes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k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1.17aA1)±0.232) 0.99aA±0.23 1.08aA±0.34 1.08aA±0.26 0.91aA±0.28

0.2 0.76bA±0.38 0.78bcA±0.23 0.98abA±0.21 0.98aA±0.25 0.85aA±0.15

0.4 0.92abA±0.17 0.73cA±0.24 0.76bA±0.15 0.76aA±0.29 0.81aA±0.31

0.6 0.78bA±0.32 0.96abA±0.12 0.86abA±0.24 0.86aA±0.24 0.80aA±0.26

0.8 0.74bA±0.27 0.76bcA±0.13 0.86abA±0.28 0.86aA±0.21 0.80aA±0.27

1.0 0.90abA±0.32 0.87abcA±0.2
3 0.77bA±0.18 0.77aA±0.20 0.92aA±0.19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10).

라. 당산비 변화

전자선 조사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당산비 변화를 Table 1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전자

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당산비는 저장 9일에 걸쳐 증가하다가 저장 12일째 다시 

감소하였으나 저장초기의 것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일

률적인 증가나 감소는 없었으며 이는 오렌지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상온 저장하였을 때 조사선

량(목표선량)에 관계없이 당산비가 증가하다가 저장 후기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결과와 일치

하는 바이다 (Kyung et al, 2014). 따라서, 1 kGy 이하의 전자선 조사는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당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9. Changes on Brix/acid ratio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14.19cB1)±0.562
) 14.34bB±0.06 13.14eC±0.20 15.39cA±0.23 14.97bA±0.01

0.2 11.95eD±0.01 15.10aA±0.13 16.74bA±0.01 15.02cA±0.01 14.32cC±0.15

0.4 14.73bA±0.01 13.32cC±0.38 14.20dB±0.01 12.60eD±0.01 14.82bcA±0.26

0.6 15.63aAB±0.01 12.99cD±0.43 14.86cBC±0.33 16.26bA±0.43 14.33cC±0.70

0.8 13.54dC±0.01 13.31cC±0.52 17.22aB±0.29 17.12aB±0.18 17.80aA±0.20

1.0 13.75dD±0.01 11.91dE±0.01 17.12aA±0.17 14.57dB±0.13 14.24cC±0.13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마. 총 당 및 환원당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총 당 및 환원당 함량변화는 Table 20에 나타내었다. 

총 당함량은 저장기간의 증가와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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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세토카 감귤의 상온저장 중 총 유리당 함량이 저장 30일까지 감소하거나 증가하지 않

았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연구에서 한라봉의 상온 저장 중 90일까지 총 당 함량의 급격한 변화

가 나타나지 않았던 것과도 일치하는 바이다 (Lee et al, 2009a; Lee et al, 2008a). 또한, 사과

에 1 kGy의 감마선 조사를 하였을 때 총 당 함량에서 유의적인 차가 없었던 결과와도 일치한

다 (Yun et al, 2007). 

 상온저장 중 환원당 함량의 변화 역시 총 당 함량 변화와 같이 저장기간의 증가와 조사선량

(목표선량)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는 감마선 조사된 살구의 환원당 함량이 저장

기간과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08b). 한라봉의 저장 중 환원당 함량의 변화폭이 크지 않았고, 이는 저장 중 과육

으로부터 과피에 수분이동으로 인한 중량감소가 유발되어 내용성분의 농축효과가 일어났기 때

문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Lee et al, 2008a). 본 연구에서 상온저장 중 환원당 함량의 변화폭

이 크지 않았던 것은 상기와 같은 현상의 결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전자선 조사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총당과 환원당은 저장기간에 따라 비조사구와 

조사구가 유사한 패턴의 증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저선량의 전자선 조사는 오렌지의 상온저

장 중 총당과 환원당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0. Changes on total sugar contents and reducing sugar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Total
sugars

0 12.76bBC1)±0.53
2)

16.27abA±0.9
0 13.72cB±0.02 15.54bA±0.90 12.28cC±0.16

0.2 13.81abAB±0.74 12.43dB±1.15 14.05bcAB±0.2
3 15.21bA±0.20 13.58bcAB±1.8

4
0.4 16.99aA±3.81 15.26bcA±1.1

2
14.59bcA±0.4
8 15.40bA±0.74 15.00abA±0.0

8
0.6 14.07abBC±0.51 13.57cdC±0.5

3
14.85bcAB±0.9
3

14.67bABC±0.6
0 15.59aA±0.04

0.8 12.68bB±0.63 11.88dB±1.64 15.20bA±1.27 14.69bA±0.46 16.50aA±0.65

1.0 16.17aBC±1.49 17.80aA±0.10 17.07aAB±0.8
1 16.63aAB±0.08 15.04abC±0.4

0

Reducin
g

sugars

0 6.66dD±0.04 8.12cC±0.08 9.07aA±0.16 8.06aC±0.06 8.61cB±0.13

0.2 7.12bB±0.02 8.32cA±0.04 8.15dA±0.30 7.37bB±0.52 8.24dA±0.20

0.4 6.89cD±0.11 8.86aA±0.19 8.54cB±0.25 8.09aC±0.08 8.73cAB±0.06

0.6 6.74cdE±0.07 8.17cC±0.01 8.93abB±0.05 7.07bcD±0.04 9.18bA±0.02

0.8 7.19bC±0.22 8.57bB±0.18 8.70bcB±0.17 7.04bcC±0.13 9.67aA±0.10

1.0 7.85aC±0.03 8.73abB±0.06 9.10aA±0.14 6.74cD±0.17 9.28bA±0.12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바. Vitamin C 함량

 저선량 전사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vitamin C 함량 변화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Vitamin C함량은 비조사구와 조사구 모두 저장기간 전반에 걸쳐 저장일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저장 초기 조사구의 vitamin C 함량은 비조사구의 것보다 낮았으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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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일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폭이 줄어들면서 비조사구와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으며,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인 감소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Vitamin C 함량의 변화를 저장기간의 

경과와 조사 여부에 따른 감소율로 산출한 결과, 저장기간에 따른 감소율은 13.42~39.31%, 조

사 여부에 따른 감소율은 0.3~28.37%의 범위로, 각 평균 22.67%와 11.78%를 나타내며 저장기간

에 따른 감소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itchell 등이 과일과 채소에 저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저장기간 별 vitamin C 함량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방사선 조사보다는 저

장기간이 함량 감소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는 바이다. Chung 등의 연구에

서, 감귤과 딸기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vitamin C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3 kGy 까지는 조사에 

의한 손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저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비타민 함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온도나 식품의 조성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저선량을 조사한 오렌지의 

vitamin C의 함량 감소는 전자선에 의한 영향보다는 저장 기간의 증가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Table 21. Changes on vitamin C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20.83aA1)±0.17
2) 19.21aB±0.13 16.48bC±0.48 15.92aC±0.13 13.96aD±0.48

0.2 17.40bA±0.35 16.72bcB±0.07 14.26dD±0.35 14.93abC±0.07 12.72bE±0.11

0.4 20.58aA±0.06 17.02bB±0.18 15.13cC±0.07 13.41cdD±0.36 12.49bE±0.58

0.6 14.98cB±0.70 15.70deB±0.13 17.83aA±0.14 12.98dC±0.05 12.97bC±0.64

0.8 14.92cB±0.16 15.34eB±0.06 16.43bA±0.49 15.08abB±0.27 12.91bC±0.24

1.0 17.05bA±0.29 16.23cdA±0.77 16.22bA±0.05 14.42bcB±1.50 11.26cC±0.40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사. 관능평가

 전자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관능평가 결과는 Table 22에 나타내었다. 상온 저장 9

일 이후부터 색의 변화와 물러짐이 관찰되었고, 관능적으로 적절치 못한 냄새가 발생되어 저장 

6일까지 관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저장 0일째에는 조사선량(목표선량)에 관계없이 모든 선량에 

걸쳐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며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변화는 없었다. 

저장 6일째에는 향과 전체적인 선호도에서 조사구에서 비교적 낮은 선호도를 나타냈으나 선량 

증가에 따른 일률적인 감소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보아 전자선 조사 후 오렌지를 상온에서 저

장하였을 때 나타나는 관능적 품질 저하는 조사선량(목표선량)의 영향 보다는 저장 기간이 증

가함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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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hanges on sensory score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Sensory
parameters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Color

0 4.75bA1)±1.132) 4.50abA±1.03 4.25aA±1.53

0.2 4.88abA±0.81 4.50abA±1.03 4.50aA±0.89

0.4 5.56aA±0.63 4.56abB±1.03 4.13abB±0.89

0.6 4.94abA±1.06 4.38bA±1.02 4.13abA±1.26

0.8 4.81bA±0.75 5.19aA±0.66 4.69aA±1.14

1.0 5.06abA±1.06 4.50abA±0.97 3.31bB±0.95

Sweetness

0 4.56abA±0.89 4.94aA±0.68 3.06bB±1.29

0.2 5.38aA±1.31 4.06aB±1.12 4.31aB±1.30

0.4 4.94abA±1.65 4.75aA±1.06 4.38aA±0.96

0.6 4.94abA±0.93 4.50abA±1.51 4.50aA±0.97

0.8 4.13bA±1.02 4.44aA±1.09 3.94abA±1.29

1.0 5.06abA±1.12 4.56abAB±1.21 3.94abB±1.34

Sourness

0 4.13aB±0.96 4.94aA±0.85 3.13bC±1.50

0.2 4.88abA±1.09 4.38abA±1.26 3.38abB±1.02

0.4 4.44aA±0.89 4.56abA±1.15 4.25aA±1.06

0.6 5.00aA±1.21 4.06bB±1.06 3.88abB±1.31

0.8 4.13aA±1.41 4.50abA±0.97 3.56abA±1.55

1.0 4.75aA±1.34 4.38abA±1.02 4.06abA±1.12

Flavor

0 4.13aB±0.96 4.94aA±0.57 4.19aB±1.22

0.2 4.50aA±1.03 3.88bAB±1.15 3.25aB±1.29

0.4 4.50aA±1.15 4.38abAB±1.02 3.69aB±0.87

0.6 4.94aA±1.39 4.13abA±1.09 4.19aA±1.22

0.8 4.69aA±1.40 4.31abAB±1.25 3.38abB±1.31

1.0 4.69aA±1.35 4.63abA±1.02 3.63aB±1.41

Texture

0 4.31aAB±1.14 4.69aA±0.70 3.88aB±1.20

0.2 4.56aA±1.26 3.75cAB±1.00 3.38abB±1.31

0.4 4.56aA±1.46 4.50abA±0.89 4.25aA±0.68

0.6 4.50aA±1.26 4.31abcA±0.95 3.88aA±1.20

0.8 4.00aA±1.03 4.19abcA±1.17 3.88aA±0.96

1.0 3.81aA±0.83 3.94bcA±0.68 3.88aA±1.26

Overall
acceptability

0 4.25aA±0.77 4.94aA±0.68 4.38aA±1.31

0.2 4.88aA±1.20 3.94aAB±1.57 3.56aAB±1.26

0.4 4.81aA±1.17 4.56aA±1.26 4.06aA±0.77

0.6 5.13aA±1.09 4.25aA±1.13 4.38aA±1.31

0.8 4.38aA±1.31 4.75aA±1.57 3.69aA±1.40

1.0 4.75aA±1.29 4.00aAB±1.21 3.50aB±1.21

1)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On the hedonic scale for sourness, 

sweetness, texture, color, flavor and overall acceptance a score of 1(dislike extremely)~7(like 

extre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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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총 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총 페놀 함량 변화는 Table 23에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내지 않

았다. 망고에 전자선을 조사하는 것은 총 페놀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고, Bae 등

(2002)은 미강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총 페놀함량이 조사선량(목표선량)에 관계없이 일정하

게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Reyes et al, 2007; Bae et al, 2002). 또한, 체리의 상온저장 중 페

놀함량이 증가함을 보고한 바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본 연구에서 오렌지의 

총 페놀함량 증가는 전자선에 의한 영향보다는 저장기간 중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Goncalves et al, 2004).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24에 나타내었으며,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저장기간과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감소나 증가의 경향은 나타

내지 않았다. 이는 딸기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감마선의 조사에 따라 증가하지 않았다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며, 전자선을 조사는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Breitfellner et al, 2002).

Table 23. Changes on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 GAE/100g FW1))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110.96bD2)±4.813) 142.28aA±2.11 133.38aB±2.50 123.72abC±2.55 122.28cC±3.94

0.2 126.91aAB±2.08 129.76bcA±2.65 118.47bC±2.48 121.68bBC±5.40 132.30bA±4.30

0.4 121.64aD±2.82 129.01bcBC±1.33 132.98aAB±2.17 124.54abCD±2.77 137.62bA±6.62

0.6 124.52aB±1.62 134.79bA±3.63 132.08aA±4.84 121.27bB±3.26 131.62bA±3.31

0.8 121.70aC±2.54 125.79cBC±3.52 132.13aB±2.94 130.96aBC±3.88 149.12aA±3.68

1.0 123.50aD±3.46 143.54aA±4.54 131.86aBC±3.07 125.89abCD±4.56 134.32bB±4.62

1)GAE: gallic acid equivalents. 2)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Means±S.D.(n=3).

Table 24. Changes on flavonoid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 naringin/100g FW)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8.63cB1)±0.462) 10.49aA±0.26 8.65bB±0.33 8.81bB±0.23 8.65dB±0.19

0.2 9.66bB±0.20 9.83bAB±0.12 8.65bC±0.42 10.23aA±0.34 10.08bAB±0.10

0.4 9.41bB±0.18 8.54dC±0.21 9.90aA±0.13 10.07aA±0.23 9.31cB±0.13

0.6 10.22aA±0.09 9.86bB±0.09 8.99bC±0.26 9.01bC±0.06 8.27eD±0.24

0.8 9.68bB±0.09 9.83bB±0.07 8.96bC±0.26 9.17bC±0.10 10.58aA±0.07

1.0 8.60cB±0.19 9.29cA±0.32 9.07bA±0.29 7.80cC±0.26 9.31cA±0.16



- 231 -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자. 항산화활성 평가결과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DPPH 라디컬 소거능과 ABTS 라디컬 소거능은 Table 

25,26에 각각 나타내었으며, DPPH 라디컬 소거능과 ABTS 라디컬 소거능 모두 저장기간과 조

사선량(목표선량)의 증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지충 추출물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보고하였고, 역시 포도가공부산물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3 kGy 미만에서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ABTS 라디컬 소거능에 차이가 없었다 

보고한 바로 미루어보아 1 kGy 이하의 저선량 전자선 조사는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DPPH 라

디컬 소거능과 ABTS 라디컬 소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Lee et al, 

2010; Jo et al, 2010). 

전자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환원력 변화는 FRAP 활성과 reducing power로 평가하

였으며, 결과는 Table 27과 28에 나타내었다. 환원력을 측정한 두 가지 평가에서 저장기간과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파 추출물에 감마선

을 조사하여 평가한 결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과 일치하며, 타마린드 주스에 감

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모든 조사구에서 비조사구와 유의적인 차를 나타내지 않았던 것과 일치

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전자선의 조사는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환원력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Kim et al, 2006; Lee et al, 2009b). 

 

 Table 25. Changes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

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2.22bA1)±0.062) 2.13abB±0.03 1.89dD±0.01 1.92dD±0.02 2.00cC±0.03

0.2 2.52aA±0.15 2.13abC±0.01 2.35aB±0.03 2.02cC±0.03 2.04cC±0.02

0.4 2.57aA±0.08 1.97cD±0.04 2.08cC±0.01 1.94dD±0.01 2.36aB±0.04

0.6 2.52aA±0.13 2.09abC±0.04 2.06cC±0.01 2.15bBC±0.01 2.26bB±0.01

0.8 2.27bA±0.06 2.18aAB±0.11 2.14bB±0.01 1.96dC±0.04 1.98cC±0.06

1.0 2.26bA±0.07 2.03bcC±0.02 2.14bB±0.03 2.28aA±0.01 2.21bAB±0.08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26. Changes 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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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4.78aA1)±0.042) 4.23bcB±0.07 4.72abA±0.17 4.15bcBC±0.02 4.00aC±0.09

0.2 4.68abA±0.05 4.36abcB±0.14 4.68bcA±0.01 4.20bC±0.09 3.80bcD±0.04

0.4 4.30bB±0.10 4.43abA±0.05 4.19dB±0.07 4.03cC±0.04 3.82bD±0.10

0.6 4.49abA±0.13 4.53aA±0.22 4.48cA±0.09 4.45aA±0.16 4.08aB±0.14

0.8 4.70aA±0.06 4.19cB±0.10 4.83abA±0.10 4.20bB±0.07 3.67cC±0.03

1.0 4.85aA±0.48 4.23bcBC±0.08 4.94aA±0.17 4.58aAB±0.04 3.95abC±0.01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27. Changes on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FRAP)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M)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8.29cBC1)±0.192) 8.66bB±0.14 9.36aA±0.09 8.07abC±0.50 6.99bC±0.05

0.2 8.94aA±0.02 8.27cBC±0.06 7.79cC±0.20 8.40abB±0.61 7.08bD±0.05

0.4 9.02aA±0.43 8.85abA±0.23 9.20aA±0.04 7.65cB±0.52 7.65aB±0.52

0.6 8.82abB±0.19 8.39cC±0.07 9.22aA±0.03 7.78abD±0.06 6.47cE±0.02

0.8 8.67abcB±0.06 7.59dD±0.12 8.97bA±0.02 8.45aC±0.20 7.31abE±0.04

1.0 8.48bcC±0.01 8.97aB±0.11 9.28aA±0.03 8.35abC±0.15 7.04bD±0.06

1)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28. Changes on reducing power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4.34bA1)±0.172) 3.81cB±0.01 3.73dB±0.13 3.80bB±0.06 3.60bB±0.35

0.2 4.11cB±0.06 4.04bB±0.08 4.37aA±0.13 3.71bC±0.03 3.69bC±0.04

0.4 4.33bA±0.07 4.05bB±0.08 3.58dC±0.03 3.36cC±0.06 4.37aA±0.07

0.6 4.04cA±0.08 4.11bA±0.18 4.14bcA±0.08 3.78bB±0.03 4.21aA±0.07

0.8 3.96cC±0.04 4.52aA±0.05 4.31abB±0.15 3.37cD±0.10 3.46bD±0.03

1.0 4.84aA±0.13 3.57dD±0.13 3.98cC±0.10 4.44aB±0.13 4.46aB±0.08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수입과실(오렌지)의 X선 조사에 따른 품질 특성 평가

1. 저온저장 (저장온도; 3±2℃, 조사선량 0, 0.2, 0.4, 0.6, 0.8, 1.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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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생물 변화

X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미생물 변화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일반 호기성 세균

의 경우, 저장 0일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저장일이 지날수록 

미생물수가 증가하다가 37일 전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조사선량(목표선량)에 따른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조사구에 비해 X선 조사구에서 값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조사에 따른 미생물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0.6 kGy 이상에서는 검출

한계 수준을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저장 기간에 따라 다시 검출되기도 하였다.

Table 1. Changes on microbial growth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3±2℃ for 45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log CFU/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37 45

Total
aerobic
bacteria

0 1.65 3.60 5.78 5.87 4.09
0.2 0.50 2.10 2.93 3.88 1.50
0.4 1.08 2.09 3.38 4.13 3.78
0.6 ND1) 1.15 ND 3.08 2.51
0.8 1.17 1.00 ND ND ND
1 0.50 ND ND ND 0.58

Yeasts
and
molds

0 2.61 3.83 6.17 6.04 4.77
0.2 2.14 2.72 2.87 3.93 2.24
0.4 1.98 2.19 2.64 3.14 3.12
0.6 1.67 1.08 ND 4.14 2.92
0.8 1.27 0.83 ND 1.89 1.36
1 0.65 ND 2.40 3.66 1.31

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0). 4)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나. 색도변화

X선 조사된 오렌지의 색도 변화는 과피와 과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결과를 Hunter 값을 이

용하여 Table 2과 3에 나타내었다. 과피 측정 결과,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값 모두 저장기

간과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경향은 보이지 않

았다. 감마선 조사된 오렌지의 L, a, b 값이 저장기간과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과 

유사하였다 (Kyung, 2014). 과육의 L, a 값은 조사여부와 저장기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거나 증

가하는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b값은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ΔE 값은 전체적인 색차를 표현하는 값으로, 1.5~3.0의 값은 색차가 감지되고(noticible), 6.0 이상

은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상당한 차이(much)를 나타낸다 (Bae, 2008). 과피의 ΔE값은 0.33~11.76

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과육의 ΔE값은 0.16~11.99의 범위로 나타났다. 과피와 과육 모두 X선 비

조사구 시료군을 기준으로, 과피는 평균 5, 과육은 평균 2의 색차를 보였으나 비조사군과 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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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색차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상기의 결과는 1 kGy 미만의 감마선 (Kyung, 2014)과 전자선 

조사(Cho, 2015)는 오렌지의 색도적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

치하는 바이며, 따라서 X선 조사는 오렌지의 색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2. Changes o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L1)

0 61.46±1.98aA2)3) 60.01±1.87abABC 60.77±1.33aAB 59.58±2.21aBC 58.63±3.80aC

0.2 61.23±1.61aA 60.66±1.79aA 59.52±2.09abA 59.09±3.03aA 54.60±6.05cB

0.4 60.17±1.49aA 59.09±2.13abA 59.22±1.64abA 59.69±2.63aA 56.63±2.92abcB

0.6 58.18±1.57bA 55.74±2.44cA 58.27±4.46bcA 56.33±4.58bA 57.92±1.95abA

0.8 60.32±2.33aA 59.64±2.82bAB 56.37±4.35cdBC 55.81±3.88bC 54.87±3.29bcC

1.0 60.25±1.08aA 56.56±3.76cD 54.58±2.91dB 56.23±3.77bB 54.95±4.52bcB

  

a2)

0 40.24±2.46cA 40.45±2.79aA 36.45±2.43aB 38.16±2.57aB 37.40±3.26aB

0.2 40.78±1.68bcA 36.28±2.19abA 39.42±2.01aA 38.91±2.37aA 29.67±6.50cB

0.4 40.62±1.82bcA 39.08±1.78abAB 37.88±2.14aBC 36.81±4.69aBC 35.30±4.89abC

0.6 42.41±1.96aA 35.35±2.67dBC 31.76±5.26bD 32.90±7.11bCD 37.47±2.18aB

0.8 40.62±3.09bcA 36.37±2.30cdB 31.16±5.97bC 32.82±5.79bBC 32.23±5.92bcC

1.0 42.18±1.00abA 38.20±3.93bcB 32.67±4.93bC 36.87±4.99aB 33.05±5.62bcC

  

b3)

0 64.43±3.79aA 56.04±3.96abB 58.01±3.71aB 58.23±4.24aB 54.99±7.06aB

0.2 64.29±2.27aA 57.66±3.33aB 58.64±3.85aB 55.89±4.21aB 47.10±9.34cC

0.4 63.30±2.14abA 56.12±3.47abB 56.20±2.66aB 56.59±4.20aB 53.17±4.86abC

0.6 59.87±2.34dA 53.39±4.16bB 55.16±7.83aB 50.83±8.31bB 54.81±2.66aB

0.8 62.15±2.90bcA 54.56±3.58abB 50.48±8.78bBC 49.97±6.29bC 48.24±5.63bcC

1.0 60.27±2.04cdA 54.96±4.60abB 49.12±4.93bC 51.33±6.90bBC 49.58±7.82bcC

  

ΔE4)

0 0.00 0.00 0.00 0.00 0.00

0.2 0.60 2.10 3.29 2.51 11.76

0.4 1.76 1.65 2.78 2.13 3.43

0.6 6.03 7.16 6.03 3.05 0.74

0.8 2.58 4.55 10.20 10.53 9.30

1.0 4.75 4.26 11.47 7.77 7.87

1)L: Degree of lightness. 2)a:Degree of redness.3)b:Degree of yellowness.4)ΔE: Overall color 

difference(△ △ △ ) 5)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6)Means±S.D.(n=15).

Table 3. Changes o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ulp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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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L1)

0 53.05±3.22aA2)3) 52.05±2.38abA 49.12±4.05aB 54.25±2.59aA 52.98±1.57aA

0.2 53.21±3.34aA 51.39±3.13abAB 49.20±4.87aB 52.54±1.29bA 52.20±1.99aA

0.4 53.84±2.43aAB 53.31±3.47aAB 50.65±3.35aC 54.83±2.21aA 52.32±2.29aBC

0.6 52.38±2.46aA 49.75±5.40bB 49.72±2.95aB 53.80±2.09abA 53.50±3.39aA

0.8 51.65±2.27aAB 44.84±4.77cC 50.37±2.87aB 53.68±2.44abA 53.48±2.05aA

1.0 51.78±2.24aBC 49.75±4.43bCD 49.52±3.22aD 54.38±1.50aA 52.62±1.57aAB

  

a2)

0 6.02±1.47abB 7.20±1.09bcA 6.37±1.51aA 7.34±1.41aA 5.95±1.54bB

0.2 6.79±0.78aAB 7.91±0.97abA 6.26±1.99abB 7.79±1.41aA 5.92±2.10bB

0.4 6.65±1.02aB 8.00±1.26abA 5.98±1.13abB 5.92±1.46bB 6.99±1.94abAB

0.6 5.02±1.08cdB 8.38±1.39aA 6.31±1.68aB 5.40±1.36bB 7.57±2.66aA

0.8 4.55±1.47dC 6.74±1.02cA 5.13±1.06bBC 5.97±2.02bAB 6.66±1.49abA

1.0 5.52±1.12bcB 6.61±1.42cA 5.38±1.02abB 4.97±1.44bB 6.69±1.38abC

  

b3)

0 33.34±5.76bcA 33.30±3.15aA 32.32±5.18aA 35.44±3.39abA 35.20±2.51abA

0.2 36.88±4.28aA 33.82±3.45abAB 32.44±6.71aB 35.07±3.54abAB 33.36±2.96bB

0.4 33.81±4.58abA 36.23±3.14aA 33.43±4.79aA 36.37±2.36aA 35.48±4.62abA

0.6 32.62±3.13bcB 33.77±5.64abAB 33.05±3.74aAB 35.47±3.92abAB 36.41±6.05abA

0.8 30.06±4.36cC 30.11±3.87cC 31.80±4.55aBC 33.44±3.59bB 36.70±2.86aA

1.0 31.87±3.35bcB 31.87±4.76bcB 31.68±4.33aB 33.26±4.52bB 36.80±4.14aA

  

ΔE4)

0 0.00 0.00 0.00 0.00 0.00

0.2 3.63 1.77 0.18 1.99 1.81

0.4 1.11 1.76 1.93 1.26 1.79

0.6 1.40 3.00 0.95 2.09 11.99

0.8 3.86 8.90 1.84 1.73 2.49

1.0 2.01 4.17 1.24 1.79 3.22

1)-7)Subscripts of this table are same as Table 2.

   

다. 경도변화

X선 조사된 오렌지 과육 부분의 경도 변화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오렌지는 생과 100 g 당 

85~90%의 수분을 함유하는 과실로 수확 후 저장, 유통되는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되며 이런 상태

가 지속될수록 중량과 조직감 감소가 나타나 품질이 저하된다 (Lee et al., 2008). 따라서 과실의 

물성 중 경도는 감귤류의 유통이나 저장 중 신선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되며, 과육의 경도에 따라 

저장성을 예측하기도 한다 (Lee et al., 2007). 오렌지의 경도는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0일째,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경도차가 있었으니 경향이 보이지 않았으며, 

저장 30일째까지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0.8 kGy 조사구를 제외하고 모두 저장 0일째에 비해 경도가 낮아졌다. 종합하여 볼 때, 1 

kGy 이하의 X선 조사는 조사여부와 저장기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은 나타

나지 않아 오렌지의 경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4. Changes on hardnes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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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0.32±0.06bA1)2) 0.30±0.03aA 0.30±0.03abA 0.29±0.03bA 0.29±0.03bA

0.2 0.29±0.06bA 0.26±0.04bA 0.28±0.03bA 0.29±0.04bA 0.29±0.04bA

0.4 0.33±0.05abA 0.24±0.04bC 0.28±0.02abB 0.31±0.04abAB 0.30±0.03abAB

0.6 0.35±0.07abA 0.27±0.02bB 0.31±0.02aB 0.29±0.04bB 0.30±0.04abB

0.8 0.32±0.09abAB 0.27±0.03bC 0.28±0.02bBC 0.29±0.04bBC 0.34±0.03aA

1.0 0.38±0.04aA 0.25±0.03bC 0.29±0.02abB 0.34±0.05aB 0.29±0.06bB

1)a-b: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10).

라. 당산비 변화

X선 조사된 오렌지의 산도 및 총고형분 변화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당산비는 과실의 품질판정

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감귤은 성숙됨에 따라 당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Koh et al., 1994; Koh, 2002; Melvin Neil Westwood, 2002). 감귤류는 일정기간 후숙을 

시킴으로써 품질이 좋아지고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귤 성분 중 산 함량이 감소하여 당산비

가 높아진다고 하였다 (Ko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X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당산비는 저장기

간과 조사선량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나 그 증감이 일률적이지 않았다. 저장 45일째, 

모든 선량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저장 후기에 당산비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1 kGy 미만의 감마선 조사한 오렌지가 저장기간과 조사선량에 따른 경향이 보이지 않

았으나 저장 후기에 당산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

며, 따라서 X선 조사는 오렌지의 당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kyung, 2014).

Table 5. Changes on Brix/acid ratio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16.56±0.18aB1)2) 14.14±0.13cD 16.40±0.10bcdB 15.89±0.10cC 17.15±0.09bA

0.2 16.10±0.15bB 15.13±0.14bB 17.31±0.71aA 17.97±0.94aA 17.67±0.10aA

0.4 15.33±0.10dC 13.89±0.17cD 16.66±0.30abcB 16.85±0.38bcAB 17.25±0.16bA

0.6 14.96±0.06eD 15.11±0.15bD 17.07±0.19abB 16.33±0.00bcC 17.79±0.20aA

0.8 15.63±0.00cB 13.87±0.34cC 15.90±0.38dB 16.44±0.18bcA 16.86±0.09cA

1.0 14.55±0.05fC 15.84±0.17aB 16.02±0.24cdB 17.37±0.93abA 17.90±0.08aA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마. 총 당 및 환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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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총 당 및 환원당 함량변화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비후숙과일인 오렌지

는 수확 후 호흡률이 감소하여 품질이 계속 떨어지게 되고, 품질변화는 과일 자체의 특성과 다양

한 환경 요인을 포함한 매우 복잡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Yun et al., 2008). 총 당 함량은 저장

기간과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조사구에서 저장 15일째, 감소하였

다가 저장 30일째에 다시 증가하였고 이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0.2 kGy, 0.4kGy 및 

0.8kGy 조사구에서는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저장 15일째와 저

장 37일째, 조사선량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이는 감귤 저장 중 과육으로부터 껍질로 수

분이동에 의한 중량감소를 유발하여 내용성분의 농축효과로 인하여 총 당의 변화의 폭이 크지 않

았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하였다 (Kim et al., 2002). 한편, 환원당 함량은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

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장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0일째, 모든 조

사선량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이후 감소하였다. 이는 한라봉 저장 중 환원당 함량이 저

장기간에 따라 감소됨을 보고한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Lee et al., 2008). 결과적으로, 

저선량의 X선 조사는 오렌지의 총 당과 환원당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 Changes on total sugar contents and reducing sugar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g/fresh weight 100 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37 45 

  

Total
sugars

  0 14.54±1.32aA1)2) 11.33±2.14aB 15.05±1.50aA 14.44±1.07aA 13.91±0.94aA

  0.2 13.04±1.79abA 12.10±2.77aA 14.49±2.10aA 12.27±1.70aA 12.55±0.66abA

  0.4 11.86±1.85abA 11.07±2.62aA 10.80±0.41cA 11.40±2.63aA 11.76±1.02bA

  0.6 10.79±1.70bB 10.51±1.37aB 11.72±0.54bcAB 13.09±0.55aA 13.42±0.18aA

  0.8 12.79±1.61abA 11.40±1.29aA 13.24±1.01abA 11.70±2.51aA 11.16±1.31bA

  1.0 12.50±0.45abAB 13.17±1.50aA 14.17±1.71aA 12.54±0.58aAB 10.99±0.60bB

  

Reducing
sugars

  0 7.38±1.22abcA 5.61±0.64aB 4.54±0.80aB 5.85±0.17aB 5.50±0.07aB

  0.2 8.48±0.47abA 5.70±0.14aB 5.93±1.49aB 5.18±0.05bB 5.27±0.19abB

  0.4 8.61±0.12aA 5.98±0.55aB 4.49±1.11aC 5.33±0.02bBC 4.89±0.12bC

  0.6 7.13±0.25bcA 5.60±0.37aB 4.20±0.77aC 6.01±0.01aB 4.84±0.11bC

  0.8 7.59±0.37abcA 4.39±0.27bC 4.30±0.38aC 5.26±0.27bB 4.96±0.14bB

  1.0 6.46±1.04cA 3.90±0.77bC 4.61±0.15aBC 5.43±0.17bAB 5.14±0.49abB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바. Vitamin C 함량

X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비타민 C 함량 변화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비타민 C 함량은 저장기간

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저

장 37일 이후, 비타민 C 함량은 모든 선량에서 저장 초기인 0일째의 것보다 감소하였다. 저장 0일 

대비 저장 45일의 비타민 C의 감소율은 비조사구의 경우 42.39%였으나, 조사구는 비조사구 대비 

15.01~36.42%의 범위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X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비타민 C 함량 변화는 조사 

여부에 따른 감소폭보다 저장 기간에 따른 감소폭이 더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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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기간에 따라 비타민 C가 산화를 억제하고 갈변을 방지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일

과 채소에 저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4주 동안의 비타민 C 함량 변화를 연구한 결과, 저선량의 

방사선 조사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방사선 조사에 의한 영향보다는 저장 기간이 영향을 준다

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Mitchell et al., 1992). 또한, navel orange에 고선량의 방사

선을 조사하여 0℃에서 90일간 비타민 C 함량을 측정한 결과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 (Maxie et al., 1969)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저선량의 X선 조사는 오렌지의 비타민 C 함량 감

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7. Changes on Vitamin C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m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37.13±0.11bB1)2) 41.74±0.20aA 27.31±0.26cD 29.01±0.16bC 21.39±0.35aE

0.2 31.74±0.27eC 39.56±0.12bA 32.30±0.14aB 30.16±0.15aD 13.81±0.22dE

0.4 38.36±0.21aA 32.22±0.20eB 28.06±0.11bC 23.31±0.19eD 18.77±0.14bE

0.6 32.40±0.13dA 28.36±0.18fB 25.76±0.30dC 21.44±0.11fD 21.31±0.15aD

0.8 33.42±0.15cB 36.37±0.21cA 23.21±0.22eD 24.66±0.13dC 13.60±0.05dE

1.0 31.10±0.11fB 35.53±0.41dA 25.99±0.13dC 25.66±0.28cC 14.55±0.24cD

1)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사. 관능평가

X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관능 평가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저온 저장 37일째부터 모든 선

량에서 물러짐과 거무튀튀한 색깔이 나타나고 1.0 kGy에서는 곰팡이가 관찰되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변패취가 나타나 관능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판단되어 저장 30일까지 관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저장 0일째는 조사선량에 관계없이 모든 항목에서 비교적 높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색, 신맛, 조직감에 비해 단맛, 향, 전체적인 기호도는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선호도가 감소하며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저장 30일 이후, 0.6 kGy 이상에서 단맛, 향, 전체적인 기호도는 낮

은 선호도를 나타냈다. 이는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된 이취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관

능적 품질저하는 조사시의 환경조건과 식품의 종류 및 구성성분 등 그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방사선 조사시 발생하는 이취현상은 천연 항산화제의 첨가 또는 진공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Park et al., 2002). 오렌지에 감마선을 조사하

여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Ladaniya et al., 2003), 0.5 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0.6 kGy 미만의 저선량의 

X선 조사는 오렌지의 관능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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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on sensory score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Sensory

parameters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15 30

Color

  0 4.8±1.2aA1)2) 4.7±1.7aA 5.1±1.2aA

  0.2 4.4±1.4aA 5.1±1.5aA 4.8±1.2aA

  0.4 4.8±1.1aA 4.7±1.3aA 4.4±0.9aA

  0.6 4.6±1.3aA 4.4±1.6aA 4.5±1.4aA

  0.8 5.1±1.1aA 4.8±1.2aA 4.2±1.4aA

  1.0 4.9±0.9aA 4.8±1.4aA 4.3±1.2aA

Sweetness

  0 4.8±1.4aA 3.9±1.8abA 4.7±1.7aA

  0.2 4.0±1.5aB 5.1±1.1aA 4.4±1.4abcAB

  0.4 4.1±1.3aA 3.5±1.6bA 4.5±1.6abA

  0.6 4.9±1.5aA 3.6±1.8bB 3.3±1.5cB

  0.8 4.9±1.4aA 4.1±1.7abAB 3.4±1.7bcB

  1.0 4.7±1.2aA 4.3±1.4abAB 3.4±1.4bcB

Sourness

  0 4.1±1.7aA 4.4±1.7aA 4.5±1.3aA

  0.2 3.6±1.3aB 4.9±1.6aA 3.9±1.8abA

  0.4 3.9±1.3aA 4.4±1.9aA 3.8±1.2abA

  0.6 4.5±1.3aA 3.6±1.6aA 3.4±1.8abA

  0.8 4.3±1.7aA 4.1±2.2aA 3.4±1.6abA

  1.0 3.8±1.1aA 4.3±1.5aA 3.2±1.7bA

Flavor

  0 4.8±1.4aA 4.0±1.7abA 4.1±1.5abA

  0.2 4.1±1.3aAB 4.9±1.2aA 3.6±1.5bbB

  0.4 3.7±1.4bA 4.3±1.4abA 4.2±1.2aA

  0.6 4.8±1.2aA 3.5±1.4bB 4.3±1.4aAB

  0.8 4.7±1.0aA 4.5±1.5abA 3.0±1.7bB

  1.0 4.8±1.1aA 4.9±1.2aA 3.6±1.5abB

Texture

  0 4.3±1.4aA 3.9±1.3aA 4.6±1.2abA

  0.2 4.1±0.9aA 4.4±1.4aA 4.7±1.4aA

  0.4 4.2±1.2aA 3.9±1.4aA 4.5±1.4abA

  0.6 4.1±0.9aA 3.8±1.3aA 4.1±1.3abA

  0.8 4.3±1.2aA 4.3±1.1aA 3.9±1.3abA

  1.0 4.2±0.9aA 4.4±1.3aA 3.6±1.4bA

Overall

acceptability

  0 4.3±1.7aA 4.2±1.9bA 4.9±1.3aA

  0.2 4.0±1.4aB 5.5±1.1aA 4.4±1.5bcB

  0.4 4.2±1.5aA 4.2±1.6bA 4.5±1.4bcA

  0.6 4.6±1.4aA 4.1±1.4bAB 3.3±1.6cB

  0.8 5.0±1.3aA 4.1±1.6bAB 3.5±1.3bcB

  1.0 4.8±0.9aA 4.6±1.3abA 3.4±1.5bcB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On the hedonic 

scale for sourness, sweetness, texture, color, flavor and overall acceptance a score of 

1(dislike extremely)~7(like extre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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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총 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X선 조사된 오렌지를 3±2℃에서 보관하면서 45일 동안 관찰한 총 페놀 함량 변화는 Table 9

에 100g fresh weight에 대한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로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은 

저장기간과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0일 대비 저

장 45일 째의 총 페놀 함량 증가율은 –0.88%(0 kGy), 14.02%(0.2 kGy), -1.87%(0.4 kGy), 

19.00%(0.6 kGy), 23.28%(0.8 kGy), 25.37%(1.0 kGy)로 일률적인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버찌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일정한 증가나 감소의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결과와 유사하다 

(Kim et al., 2011). 한편, 저장 0일째 비조사구 대비 조사구의 총 페놀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저장 15일 이후 비조사구에 비해 1 kGy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또한 방사선 조사된 

사과를 4℃에서 10주 동안 저장하여 페놀함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저장 2주째에 총 페놀함

량이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Yu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조사선량에 따른 총 페놀 

함량의 증감이 뚜렷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저선량의 X선 조사는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총 

페놀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X선 조사된 오렌지를 3±2℃에서 보관하면서 45일 동안 관찰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화는 

Table 10에 100g fresh weight에 대한 mg naringin로 나타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저장기

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저장 0일 대비 

저장 45일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증가율은 43.96%(0 kGy), 139.24%(0.2 kGy), 107.06%(0.4 kGy), 

181.91%(0.6 kGy), 258.66%(0.8 kGy), 206.04%(1.0 kGy)로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나 비

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저장 0일째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

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감소하다가 저장 37일째부터 조사구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이

는 사과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저온에 저장하였을 때 조사구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비조사구

에 비하여 다소 높게 유지되었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Yun et al., 2007). 본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변화는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선량 X선 조사는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화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9. Changes on total phenolic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 GAE/100g FW1))

1) GAE: gallic acid equivalents. 2)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115.61±0.58aB 117.94±0.28abA 118.48±1.36bA 106.30±1.43abC 114.59±1.43bcB

0.2 100.59±2.97cC 115.67±1.63bA 116.65±4.14bcA 106.89±2.99abB 114.69±2.38bcA

0.4 104.54±1.71bB 101.08±1.60dB 126.42±1.78aA 104.91±2.89bB 102.59±3.18dB

0.6 94.96±1.95dD 107.41±1.70cC 116.12±0.40bcD 106.16±1.61abC 113.00±1.90cB

0.8 95.44±0.72dD 109.30±2.20cB 112.38±2.27cB 103.66±1.98bC 117.66±3.08abA

1.0 95.13±1.26dD 119.79±2.37aB 127.91±2.46aA 110.09±2.62aC 119.26±2.08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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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Standard error of the means(n=18). 4)Standard error of the means(n=15). 

Table 10. Changes on flavonoid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 naringin/100g FW)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4.39±0.15aD 6.84±0.08aB 7.78±0.27aA 6.67±0.24cB 6.32±0.07dC

0.2 3.16±0.21bC 6.34±0.15bcB 6.35±0.34bB 6.01±0.21dB 7.56±0.13cA

0.4 3.26±0.08bD 5.68±0.31dC 7.26±0.42aAB 7.39±0.33aA 6.75±0.22cdB

0.6 2.71±0.20cC 6.57±0.08abB 7.62±0.87aA 6.71±0.13bcB 7.64±0.23cA

0.8 3.00±0.14bcD 6.11±0.28cC 7.53±0.55aB 6.89±0.44abcBC 10.76±0.59aA

1.0 2.98±0.15bcC 6.27±0.00bcB 7.36±0.24aB 7.20±0.20abB 9.12±1.29bA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자. 항산화활성 평가결과 

X선 조사된 오렌지를 3±2℃에서 보관하면서 45일 동안 관찰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은 Table 11, 12에 각각 나타냈으며, 시료 내 항산화 물질이 라디칼의 50%를 소

거하는 능력인 IC50 값으로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저장 0일 대비 저장 45일째 

IC50 값의 증가율은 10.84%(0 kGy), 3.93%(0.2 kGy), 13.04%(0.4 kGy), 7.27%(0.6 kGy), 13.95%(0.8 

kGy), 17.71%(1.0 kGy)로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저장 15일째 항산화 활성이 다

소 증가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저장 0일 대비 

저장 45일째 IC50 값의 감소율은 8.16%(0 kGy), 21.67%(0.2 kGy), 14.42%(0.4 kGy), 24.95%(0.6 

kGy), 29.63%(0.8 kGy), 12.01%(1.0 kGy)로 조사 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고, 

특히 저장 0일째 모든 조사선량에서 가장 높은 IC50 값을 보여 항산화 활성이 가장 낮았다. 이

는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영향보다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생각된

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X선 조사에 의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저장일 경과에 따라 영향을 받았지만 조사선량에 따른 증가나 감소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마선 조사한 감귤 정유 (Kim et al., 2005), 귤피 추출액 (Kang et al., 2003), 녹차추출물 

(Son et al., 2001), 매실 (Lee et al., 2008)의 수소공여능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

가 없었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저선량의 X선은 오렌지의 라디칼 소거능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X선 조사된 오렌지를 3±2℃에서 보관하면서 45일 동안 관찰한 FRAP과 reducing power는 

Table 13, 14에 각각 나타내었다. X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FRAP value는 FeSO4를 표준물질로 

하여 시료 1 g 당 mM로 환산하여 계산하였고, reducing power의 결과는 시료 내의 항산화제

가 50%의 환원력을 나타내는 EC50 값으로 계산하였다. FRAP value와 reducing power의 결과는 

저장기간과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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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 (Kim et al., 2006)과 타마린드 주스(Lee et al., 2009)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비조사

구와 조사구의 환원력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저선

량 X선 조사는 오렌지의 환원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1. Changes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1.66±0.09bcB 1.44±0.01aC 1.47±0.05bcC 1.64±0.03dB 1.84±0.05cA

0.2 1.78±0.03aB 1.37±0.01bcC 1.34±0.02cC 1.80±0.05bAB 1.85±0.03cA

0.4 1.61±0.02cC 1.38±0.05bcE 1.48±0.05bcD 1.95±0.04aA 1.82±0.07cB

0.6 1.65±0.07bcA 1.36±0.01cB 1.74±0.20aA 1.73±0.01cA 1.77±0.04cA

0.8 1.72±0.06abB 1.38±0.00bcC 1.65±0.12abB 1.95±0.03aA 1.96±0.04bA

1.0 1.75±0.03abB 1.41±0.01abD 1.72±0.11aB 1.56±0.03eC 2.06±0.04aA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12. Changes 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5.15±0.05cA 4.51±0.05bA 4.69±0.05bA 4.61±0.20bA 4.73±0.70aA

0.2 5.40±0.04bA 4.71±0.07aB 4.36±0.06cC 4.61±0.10bB 4.23±0.12abC

0.4 5.13±0.08cA 4.35±0.05cB 4.39±0.10cB 5.19±0.38aA 4.39±0.19abB

0.6 5.37±0.07cA 4.70±0.14aB 4.42±0.08cC 4.26±0.05cD 4.03±0.06bE

0.8 5.67±0.11aA 4.28±0.08cC 4.98±0.09aB 4.37±0.04bcC 3.99±0.07bD

1.0 5.08±0.06cA 4.80±0.06aB 4.37±0.08cC 4.08±0.03cD 4.47±0.22abC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13. Changes on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FRAP)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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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13.05±0.19aA 12.87±0.24abA 12.22±0.04bB 11.73±0.07abC 10.99±0.21abD

0.2 11.35±0.14cC 12.49±0.32bcA 12.28±0.27bAB 11.85±0.02aB 10.59±0.29bcD

0.4 11.87±0.23bB 11.03±0.23dC 12.89±0.11aA 10.88±0.19cC 9.98±0.20dD

0.6 10.99±0.13dB 11.35±0.22dA 11.37±0.10cA 10.53±0.12dC 11.44±0.26aA

0.8 10.66±0.10eC 12.07±0.29cA 11.06±0.18dB 10.21±0.17eD 11.00±0.20abBC

1.0 10.63±0.09eD 13.24±0.17aA 12.70±0.14aB 11.45±0.28bC 10.36±0.45cdD

1)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14. Changes on reducing power of orange during storage at 3±2℃ for 45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15 30 37 45 

0 4.97±0.10cdCD 4.93±0.08cD 5.10±0.02bcBC 5.24±0.04abAB 5.37±0.14aA

0.2 4.95±0.03cdCD 5.39±0.14aA 4.91±0.12cdD 5.14±0.10bB 5.11±0.03bcBC

0.4 5.42±0.11aA 5.40±0.09aA 5.15±0.16bB 5.39±0.09aA 5.12±0.04bB

0.6 5.25±0.06bA 5.25±0.11abA 4.80±0.07dB 4.84±0.06cB 5.15±0.14bA

0.8 5.02±0.07cB 5.09±0.08bcB 5.42±0.08aA 4.79±0.13cdC 4.92±0.14cBC

1.0 4.82±0.09dC 5.05±0.07cB 5.36±0.16aA 4.64±0.08dC 5.28±0.08abA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2. 상온 저장 (저장온도; 20±0.1℃, 조사선량 0, 0.2, 0.4, 0.6, 0.8, 1.0 kGy)

가. 미생물 변화

X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저온저장 중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의 변화는 Table 15에 나타

내었다. 그 결과, 일반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모두 저장 0일 째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

구에서 감소하였으나 저장일이 지날수록 log CFU/g 값이 증가하다가 0.4 kGy 이상에서 6일 전

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조사선량에 따라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조사구에 

비해 X선 조사구에서 값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조사에 따른 미생물 저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생각된다.  

Table 15. Changes on microbial growth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log CFU/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Total
aerobic
bacteria

0 1.65 2.04 3.05 3.29 4.04
0.2 0.50 1.88 2.39 2.92 1.80

0.4 1.08 1.75 2.32 2.05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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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8). 3) Standard error of the means (n=40). 4) ND: not detected within the detection limit 

(<101 CFU/g).

나. 색도변화

X선 조사된 오렌지의 색도 변화는 과피와 과육으로 나누어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Hunter 값을 이

용하여 Table 16과 17에 나타내었다. 과피 측정 결과,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값 모두 저장

기간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조사선량에 따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저장 12일

째, 0.4 kGy 이하에서는 값이 증가하였지만, 저장 0일째와 비교하였을 때 저장 9일째부터 모든 조

사구의 값은 감소하였다. 감마선 조사된 오렌지의 L, a, b 값이 조사선량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

(Kyung, 2014)과는 다르게 조사선량에 따른 감소나 증가의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과육의 L, a, b 

값은 조사여부와 저장기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Terri 등(Terri et al, 2002)의 연구에서 X선 조사된 오렌지의 색도는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가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지만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ΔE 값은 전체적인 색차를 표현하는 값으로, 1.5~3.0의 값은 색차가 감지되고(noticible), 6.0 이상

은 육안으로 구별 가능한 상당한 차이(much)를 나타낸다(Bae, 2008). 과피의 ΔE값은 0.6~15.38, 

과육의 ΔE값은 1.1~4.26의 범위로 나타났고, 과피는 평균 5, 과육은 평균 2의 색차를 보였으나 

비조사군과 조사구 간 색차의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망고와 블루베리에 전자선을 조사한 

Moreno 등(Moreno et al, 2007; Moreno et al, 2006)과, cantaloupe에 전자선을 조사한 

Castell-Perez 등(Castell-Perez, 2004)의 연구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유의적인 색도차를 나타

내지 않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상기의 결과는 1 kGy 미만의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한 선행연

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며, 따라서 X선 조사는 오렌지의 색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

인다. 

Table 16. Changes o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eels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0.6 ND1) 0.77 1.55 1.53 1.49
0.8 1.17 1.30 1.55 1.24 1.23
1 0.50 1.68 1.35 1.19 1.12

Yeasts
and
molds

0 2.61 2.98 3.55 4.78 4.56
0.2 2.14 2.77 3.55 2.81 2.50
0.4 1.98 2.03 2.47 1.99 1.98
0.6 1.67 1.98 2.90 2.84 2.09
0.8 1.27 1.49 1.69 1.56 1.18
1 0.65 1.91 1.57 1.55 1.39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L1)

0 61.46±1.98aA2)3) 59.89±1.07bAB 58.43±2.15bBC 52.22±2.69bD 57.51±3.55aC

0.2 61.23±1.61aA 61.95±1.35aA 58.69±1.89abB 50.40±3.24bD 52.91±3.38bcC

0.4 60.17±1.49aA 59.58±1.69bA 59.04±2.51abA 52.01±4.98bC 55.34±3.38a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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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 Degree of lightness. 2)a: Degree of redness.3)b: Degree of yellowness.4)ΔE: Overall color 

difference(△ △ △ ) 5)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6)Means±S.D.(n=15).

Table 17. Changes on Hunter’s color values of orange pulp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0.6 58.18±1.57bAB 60.00±1.80bAB 60.43±2.70aA 57.11±3.78aB 51.00±7.68cC

0.8 60.32±2.33aA 59.78±1.47bA 59.24±1.97abA 52.81±3.46bB 50.62±3.06cC

1.0 60.25±1.08aA 60.83±1.76abA 59.40±1.80abA 59.11±1.36aA 51.64±4.96cB

  

a2)

0 40.24±2.46cAB 41.24±1.08abA 38.15±1.92abBC 29.89±4.08bD 35.98±4.43aC

0.2 40.78±1.68bcA 38.31±1.42cB 38.85±2.24aAB 28.62±5.05bC 29.88±2.69bC

0.4 40.62±1.82bcA 40.82±1.69abA 36.40±3.73bB 29.27±3.22bD 31.91±4.76bC

0.6 42.41±1.96aA 40.15±1.67bB 36.58±3.05bC 35.05±3.22aC 29.57±4.39bD

0.8 40.62±3.09bcA 40.88±1.49abA 38.86±2.89aA 30.77±4.34bB 29.19±2.96bB

1.0 42.18±1.00abA 41.67±1.57aA 39.67±1.40aB 36.35±1.30aC 29.61±3.03bD

  

b3)

0 64.43±3.79aA 57.20±2.44bB 52.44±4.68cC 45.07±5.58bD 52.81±5.31aD

0.2 64.29±2.27aA 59.36±2.14bB 53.98±3.57bcC 45.44±6.22bD 47.34±3.51abcD

0.4 63.30±2.14abA 57.40±3.18bB 55.08±4.25bcB 45.39±7.43bC 48.41±6.12abC

0.6 59.87±2.34dA 56.93±3.70bAB 58.44±4.88aAB 53.62±6.27aB 43.61±11.70bcC

0.8 62.15±2.90bcA 58.60±3.52bAB 56.08±3.62abB 46.84±7.47bC 41.88±6.45cD

1.0 60.27±2.04cdAB 61.99±4.34aA 56.02±2.85abC 57.21±2.93aBC 44.70±7.40bcD

ΔE4)

0 0.00 0.00 0.00 0.00 0.00

0.2 0.60 4.18 1.71 2.25 9.39

0.4 1.76 0.56 3.22 0.72 6.37

0.6 6.03 1.13 6.51 11.12 12.96

0.8 2.58 1.46 3.80 2.06 14.59

1.0 4.75 4.90 4.01 15.38 11.86

Hunter

parameter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L1)

0 53.05±3.22aA2)3) 50.82±1.52aB 51.36±1.71aAB 52.80±2.55aA 52.87±1.71abA

0.2 53.21±3.34aA 52.22±1.85aA 52.26±1.94aA 53.60±2.29aA 52.81±3.74abA

0.4 53.84±2.43aA 51.68±2.94aAB 51.76±2.84aAB 54.00±3.20aA 49.96±4.98cB

0.6 52.38±2.46aA 52.29±2.17aA 52.20±3.23aA 53.99±2.52aA 53.96±2.06aA

0.8 51.65±2.27aB 52.71±2.84aAB 51.72±1.87aB 52.11±1.72aAB 53.58±2.20aA

1.0 51.78±2.24aA 52.14±2.59aA 52.21±2.77aA 52.63±3.28aA 50.58±2.93bcA

  

a2)

0 6.02±1.47abBC 5.70±1.12abC 8.02±1.44aA 7.33±1.12aA 7.02±1.66aAB

0.2 6.79±0.78aB 6.04±0.68aBC 7.82±1.94abA 6.46±1.31abB 5.30±1.41bC

0.4 6.65±1.02aA 4.97±1.97abB 6.53±1.93bA 6.88±1.41abA 7.03±2.36aA

0.6 5.02±1.08cdB 4.67±2.12bB 6.88±1.54abA 6.68±1.31abA 6.55±1.44aA

0.8 4.55±1.47dD 4.76±1.95abCD 7.54±1.49abA 5.83±1.48bBC 6.11±1.14abB

1.0 5.52±1.12bcB 5.47±1.21abB 7.41±1.99abA 6.91±3.28aA 6.49±0.96aAB

  

b3)

0 33.34±5.76bcAB 31.45±2.36aB 34.15±2.34aAB 36.12±3.61aA 35.04±3.11abA

0.2 36.88±4.28aA 33.53±2.92aAB 34.75±3.87aAB 34.01±4.80abAB 32.20±5.21bB

0.4 33.81±4.58abAB 32.13±4.96aB 32.31±4.04aAB 36.25±4.43aA 33.20±6.70ab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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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Subscripts of this table are same as Table 16.

다. 경도변화

X선 조사된 오렌지 과육 부분의 경도 변화는 Table 18에 나타내었다. 오렌지의 경도는 저장 3

일째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차이가 증가했다가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차이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3일째, 조사구 중 1 kGy 조사구가 다른 선량에 비

해 현저히 낮은 경도를 나타냈으나, 저장 3일 이후부터는 그 차이가 감소하여 비조사구와 유사

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Kwon(Kwon et al, 1998) 등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과실이나 견과류의 

경도가 감소되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구와의 차이가 줄어든다고 보고였고, Kyung 

등(Kyung, 2014)은 오렌지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대조구와 조사구 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보고하였으며 이는 조사구와 비조사구 간 유의적인 경도차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하다. 식품에 방사선을 조사하는 것은 식품 중 수분의 이온화를 일으켜 활성 유

리 라디칼이 식품 성분과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게 하며, 그 반응에서 생성된 화합물들에 의한 

2차 화학적 반응 은 이화학적 및 물리학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Thayer, 1994; Song et al, 

2010). 방사선 조사에 의해 과실이나 채소류는 경도가 저하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식

물체의 조직과 수분함량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다(Yun et al, 2008). 종합하

여 볼 때, 1 kGy 이하의 X선 조사는 경도에 영향을 미쳤으나 조사여부와 저장기간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저장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조사구와의 

차이가 줄어들었다. 

Table 18. Changes on hardnes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N)

1)a-c: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10).

0.6 32.62±3.13bcBC 31.25±4.25aC 34.67±2.44aAB 35.02±3.58abAB 36.67±2.86aA

0.8 30.06±4.36cC 30.33±6.25aC 34.44±3.93aAB 32.20±2.48bBC 36.23±4.55aA

1.0 31.87±3.35bcA 32.13±3.96aA 34.72±4.47aA 33.30±4.73abA 31.89±3.61bA

ΔE4)

0 0.00 0.00 0.00 0.00 0.00

0.2 3.63 2.53 1.10 2.42 3.33

0.4 1.11 1.32 2.41 1.30 3.44

0.6 1.40 1.81 1.50 1.75 2.02

0.8 3.86 2.39 0.67 4.26 1.66

1.0 2.01 1.50 1.19 2.86 3.93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0.32±0.06bB1)2) 0.39±0.05aA 0.34±0.06abcB 0.29±0.07abB 0.29±0.04abB

0.2 0.29±0.06bC 0.35±0.02bAB 0.38±0.05aA 0.34±0.02aAB 0.31±0.06aBC

0.4 0.33±0.05abAB 0.33±0.02bAB 0.36±0.03abA 0.30±0.06abBC 0.27±0.03bC

0.6 0.35±0.07abA 0.29±0.05cB 0.35±0.05abA 0.31±0.05abAB 0.30±0.04abB

0.8 0.32±0.09abA 0.30±0.03cA 0.30±0.03cA 0.27±0.05bA 0.29±0.03abA

1.0 0.38±0.04aA 0.27±0.03cC 0.33±0.03bcB 0.28±0.08bBC 0.29±0.04ab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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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당산비 변화

X선 조사된 오렌지의 산도 및 총고형분 변화를 Table 19에 나타내었다. 당산비는 과실의 품질 판

정에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으로, 감귤류는 당산비가 높을수록 선호도가 증가한다(Koh et al, 

1994). 감귤은 사과나 배처럼 후숙을 위해 성숙 이전에 수확할 수 없는 비후숙과(non-climatric)이

며(Koh, 2002), 일반적으로 비후숙과의 경우 전분의 감소와 함께 당과 가용성 고형물이 증가하고 

산도가 감소하여 당산비가 증가한다(Westwood, 2002). 본 연구에서는 X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당

산비는 저장기간과 조사선량에 따라서는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나 그 증감이 일률적이지 않았다. 

한편, 조사선량과는 관계없이 저장 중반에 걸쳐 당산비가 증가했다가 저장 후기에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1 kGy 미만의 전자선 조사(Lee et al, 2007)한 오렌지가 저장 중 조

사선량에 따른 경향이 보이지 않았으나 조사선량과는 관계없이 당산비가 증가하다가 저장 후기

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며, 따라서 X선 조사는 오렌

지의 당산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19. Changes on Brix/acid ratio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16.56±0.18aB1)2) 15.02±0.19dC 16.91±0.16aB 18.00±0.12aA 14.66±0.30cdC

0.2 16.10±0.15bA 15.89±0.34cA 14.90±0.20dB 15.89±0.13bA 13.46±0.30dC

0.4 15.33±0.10dC 16.54±0.10bA 15.89±0.24cB 14.31±0.11dD 13.04±0.12eE

0.6 14.96±0.06eC 17.51±0.34aA 15.81±0.16cB 14.82±0.24cC 14.77±0.25cdC

0.8 15.63±0.00cB 16.76±0.04bA 15.10±0.13dC 15.54±0.23cdD 15.67±0.15bB

1.0 14.55±0.05fC 15.81±0.06cB 16.29±0.14bA 14.66±0.05cC 16.19±0.11aA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마. 총 당 및 환원당

X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총 당 및 환원당 함량변화는 Table 20에 나타내었다. 총당 함량은 조

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고, 환원당 함량은 저장기간에 따라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조사선량에 따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과일의 당 함량은 성

숙과정이나 저장기간 동안 가수분해에 의해 증가되기도 하고, 호흡기질로 사용되어 감소하기도 

하는데 비후숙과인 감귤의 경우 저장기간 중에도 계속되는 호흡작용으로 내용성분의 변화가 

일어나며, Lee 등은 한라봉 저장 중 환원당 함량은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됨을 보고한 

바 있다(ackeman et al, 1992; Mitchell et al, 1992). 한편, 오렌지의 감마선 조사(Kyung, 2014) 

및 전자선 조사(Cho, 2015)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총당 및 환원당 함량은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이 유사하였다. 또한, 감마선 조사된 살구의 총당 함

량 변화는 조사선량과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Lee 등(Lee et al, 2008), 감

마선 조사에 따른 사과의 총당 함량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Yun 등

(Ladaniya et al, 200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본 실험은 선행연구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저선량의 X선 조사는 오렌지의 총당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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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함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0. Changes on total sugar contents and reducing sugar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g/fresh weight 100 g)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Total
sugars

0 14.54±1.32aA1)2) 12.92±0.20aAB 13.65±1.21aAB 13.11±1.77aAB 11.72±0.44abB

0.2 13.04±1.79abA 10.09±1.23bB 9.43±1.18bcB 10.34±0.74bB 10.86±0.93abAB

0.4 11.86±1.85abAB 12.82±1.36aA 10.04±1.46bcAB 10.81±1.69bAB 9.71±0.95bB

0.6 10.79±1.70bA 11.10±1.60abA 11.01±1.40bA 11.21±0.51abA 10.62±0.85abA

0.8 12.79±1.61abA 11.45±1.53abA 8.39±0.23cB 10.76±0.74bAB 10.28±1.77abAB

1.0 12.50±0.45abA 12.68±1.35aA 11.34±1.49bA 12.47±0.78abA 12.10±1.28aA

Reducing
sugars

0 7.38±1.22abcA 5.97±0.56aB 5.50±0.72aB 6.08±0.24aB 5.31±0.38aB

0.2 8.48±0.47abcA 5.01±0.51bB 5.16±0.26aB 5.39±0.34abB 5.19±0.26aB

0.4 8.61±0.12bA 5.47±0.41abB 5.08±0.13aB 5.19±0.83abB 4.21±0.22aC

0.6 7.13±0.25bcA 5.32±0.30abB 5.13±0.25aBC 4.80±0.46bBC 4.56±0.21aC

0.8 7.59±0.37abcA 5.16±0.27abB 4.96±0.71aB 4.72±0.49bB 4.19±0.84aB

1.0 6.46±1.04cA 5.17±0.61abAB 5.01±0.32aAB 4.69±0.51bB 4.21±1.37aB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바. Vitamin C 함량

X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비타민 C함량 변화는 Table 21에 나타내었다. 과일과 채소 등의 음식

물 섭취는 비타민 C 및 카로티노이드와 같은 중요한 영양소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물질

들은 산화물 및 자유라디칼과 반응하여 체내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Shon et al, 2006; Sies et al, 1995). 비타민 C 함량은 저장 3일을 기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

기 시작했으며 저장 9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저장기간과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 경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Chung과 Yook(Chung et al, 2003) 및 Kim과 Yook(Kim 

et al, 2009)의 연구에서 감귤, 딸기 및 키위에 감마선을 조사하여 비타민 C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3 kGy까지는 조사에 의한 손실이 나타나지 않았고, 저선량의 방사선 조사가 비타민 함량

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보다 온도나 식품의 조성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저장기간에 따라 오이김치의 비타민 C 함량을 살펴본 Park 등(Park et al)과 비타민 정제 

중 수용성 비타민 함량 변화를 연구한 Lee 등(Lee et al)에 따르면, 저장일 경과에 따라 비타민 

C가 감소하다가 저장 8일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의 저장 9일째 변화

와 유사한 양상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 kGy 이하 저선량의 X선 조사는 오렌지

의 비타민 C 함량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1. Changes on Vitamin C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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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37.13±0.11bB1)2) 42.04±0.09bA 29.05±0.09eD 19.40±0.15fE 33.69±0.26cC

0.2 31.74±0.27eD 37.14±0.06dB 32.31±0.11cC 31.00±0.08aE 37.65±0.47aA

0.4 38.36±0.21aA 33.04±0.16fC 32.32±0.08cD 29.18±0.06cE 35.72±0.16bB

0.6 32.40±0.13dC 36.54±0.28eA 33.71±0.19bB 27.72±0.23dE 30.18±0.05dD

0.8 33.42±0.15cC 39.09±0.09cA 31.48±0.20dD 25.12±0.08eE 35.50±0.22bB

1.0 31.10±0.11fC 46.45±0.19aA 36.11±0.08aB 30.14±0.11bD 28.11±0.05eE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 

사. 관능평가

X선이 조사된 오렌지의 관능 평가 결과는 Table 22에 나타내었다. 상온 저장 9일째부터 모든 선

량에서 물러짐과 거무튀튀한 색깔이 나타나고 곰팡이가 관찰되었으며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변패취가 나타나 관능적으로 적절치 못하다 판단되어 저장 6일까지 관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비

조사구에서는 저장기간에 따라 모든 기호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6일째는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비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의 선호도가 높았다. 하지만, 통계상으로 저장기간과 조사선

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Moreno 등(Moreno et al, 2006)은 블루베리에 저선량의 전자

선을 조사하여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3.2 kGy 이하의 전자선 조사는 블루베리의 관능적 품질

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Kim et al, 2008)은 신고배에 전자선을 조사

한 결과,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배 특유의 향기성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1 kGy 이하의 저

선량으로 조사된 배의 기호도가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1 kGy 이하 저선량의 X선 조사는 오렌지의 관능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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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hanges on sensory score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Sensory
parameters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 (days)
0 3 6

Color

0 4.8±1.2aA1)2) 4.9±1.4aA 4.6±1.2aA

0.2 4.4±1.4aA 5.0±1.5aA 5.1±1.2aA

0.4 4.8±1.1aA 4.7±1.3aA 5.3±1.2aA

0.6 4.6±1.3aA 4.8±1.2aA 5.1±1.6aA

0.8 5.1±1.1aA 5.1±1.9aA 5.0±1.6aA

1.0 4.9±1.0aA 4.8±1.8aA 4.9±1.4aA

Sweetness

0 4.8±1.4aA 4.3±1.7aAB 3.4±1.0bB

0.2 4.0±1.5aA 4.8±1.3aA 3.7±1.5abA

0.4 4.1±1.3aA 4.7±1.7aA 4.5±1.5abA

0.6 4.9±1.5aA 4.1±1.8aA 4.7±1.7aA

0.8 4.9±1.4aA 4.3±1.5aA 4.4±1.6abA

1.0 4.7±1.2aA 4.2±1.9aA 4.6±1.7abA

Sourness

0 4.1±1.7aA 3.9±1.5aA 3.9±1.7aA

0.2 3.6±1.3aA 4.4±1.7aA 3.9±1.6aA

0.4 3.9±1.3aA 3.9±1.4aA 4.8±1.8aA

0.6 4.5±1.3aA 4.1±1.9aA 4.8±1.7aA

0.8 4.3±1.7aA 4.0±1.4aA 4.6±1.5aA

1.0 3.8±1.1aA 4.4±1.6aA 4.3±1.1aA

Flavor

0 4.8±1.4aA 4.8±1.9aA 4.3±1.2aA

0.2 4.1±1.3abA 4.7±1.6aA 4.6±1.4aA

0.4 3.7±1.4bA 4.4±1.6aA 4.5±1.4aA

0.6 4.8±1.2aA 4.1±1.9aA 3.9±1.5aA

0.8 4.7±1.0aA 4.0±1.9aA 3.9±1.5aA

1.0 4.8±1.1aA 3.8±1.8aA 4.1±1.6aA

Texture

0 4.3±1.4aA 4.1±1.3aA 4.3±1.5aA

0.2 4.1±0.9aA 4.9±1.3aA 4.1±1.4aA

0.4 4.2±1.2aA 4.1±1.4aA 4.9±1.3aA

0.6 4.1±0.9aB 4.5±1.6aAB 5.2±1.6aA

0.8 4.3±1.2aA 4.6±1.5aA 4.7±1.5aA

1.0 4.2±0.9aA 4.2±1.5aA 4.3±1.3aA

Overall
acceptability

0 4.3±1.7aA 4.5±1.2aA 3.6±1.3aA

0.2 4.0±1.4aA 4.4±1.5aA 4.1±1.7aA

0.4 4.2±1.5aA 4.3±1.7aA 4.8±1.4aA

0.6 4.6±1.4aA 4.6±1.3aA 4.8±1.6aA

0.8 5.0±1.3aA 4.1±1.0aA 4.6±1.3aA

1.0 4.8±0.9aA 4.3±1.7aA 4.4±1.5aA

1)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P<0.05).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 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2)Means±S.D.(n=3).On the hedonic 

scale for sourness, sweetness, texture, color, flavor and overall acceptance a score of 

1(dislike extremely)~7(like extrem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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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총 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X선 조사된 오렌지를 20±0.1℃에서 보관하면서 12일 동안 관찰한 총 페놀 함량 변화는 Table 

23에 100g fresh weight에 대한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로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은 

0.8 kGy 이하에서는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값이 증가하였으나 1 kGy에서는 저장 15일째 

증가하였다가 점차 감소하였다. 저장 0일 대비 저장 12일 째의 총 페놀 함량 증가율은 5.92%(0 

kGy), 16.99%(0.2 kGy), 13.99%(0.4 kGy), 34.34%(0.6 kGy), 36.32%(0.8 kGy), 22.89%(1.0 kGy)로 

일률적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저장 0일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 함량의 증감이 일률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선량

의 X선 조사는 오렌지의 상온저장 중 총 페놀 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X선 조사된 오렌지를 20±0.1℃에서 보관하면서 12일 동안 관찰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화는 

Table 24에 100g fresh weight에 대한 mg naringin로 나타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저장기

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저장 0일 대비 

저장 12일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증가율은 41.73%(0 kGy), 124.87%(0.2 kGy), 130.15%(0.4 kGy), 

173.10%(0.6 kGy), 191.67%(0.8 kGy), 137.38%(1.0 kGy)로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나 비

조사구에 비해 조사구에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변화는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선량 X선 조사는 오렌지의 상

온저장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3. Changes on total phenolic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 GAE/100g FW1))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113.67±3.92aB 116.52±1.15dB 123.15±1.34bcA 121.55±1.43eA 120.40±1.08bA

0.2 105.86±1.89bD 111.50±1.56eC 121.88±1.27cB 133.72±1.12bA 123.85±1.79bB

0.4 105.54±0.16bD 118.76±1.66cBC 117.32±0.92dC 131.94±0.83bA 120.31±1.05bB

0.6 102.64±4.81bcD 108.92±0.69fC 125.24±0.77bB 143.38±1.35aA 137.89±4.57aA

0.8 100.05±0.27cdD 125.84±0.55bB 115.20±1.51eC 129.15±0.71cB 136.39±4.00aA

1.0 97.33±1.79dE 134.64±1.38aA 131.17±1.10aB 123.63±0.39dC 119.61±2.78bD

1)GAE: gallic acid equivalents. 2)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3)Means±S.D.(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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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Changes on flavonoid contents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 naringin/100g FW)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5.56±0.00aD 6.35±0.09dB 6.05±0.20cC 3.99±0.07fE 7.88±0.13eA

0.2 3.90±0.14bcD 6.35±0.08dB 5.54±0.19dC 9.03±0.31bA 8.77±0.07dA

0.4 4.08±0.16bE 6.84±0.23cC 5.98±0.00cD 7.93±0.07cB 9.39±0.39cA

0.6 3.68±0.20cE 7.31±0.13bC 6.44±0.13bD 10.64±0.31aA 10.05±0.07bB

0.8 3.72±0.16cE 6.85±0.18cC 5.69±0.18dD 7.50±0.12dB 10.85±0.26aA

1.0 4.04±0.07bD 8.38±0.09aB 6.95±0.15aC 6.72±0.15eC 9.59±0.22cA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자. 항산화활성 평가결과 

X선 조사된 오렌지를 20±0.1℃에서 보관하면서 12일 동안 관찰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은 Table 25, 26에 각각 나타냈으며, 시료 내 항산화 물질이 라디칼의 50%

를 소거하는 능력인 IC50 값으로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저장 0일 대비 저장 12일

째 IC50 값의 감소율은 19.28%(0 kGy), 36.52%(0.2 kGy), 24.22%(0.4 kGy), 21.21%(0.6 kGy), 

23.26%(0.8 kGy), 17.71%(1.0 kGy)로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한편, 0.4 kGy 이하에서는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소폭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고, 0.6 kGy 이상에

서는 저장 0일차에 비해 모두 활성이 높아졌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저장 0일 대비 저장 12

일째 IC50 값의 감소율은 2.33%(0 kGy), 16.51%(0.2 kGy), 23.26%(0.4 kGy), 24.89%(0.6 kGy), 

19.31%(0.8 kGy), 11.04%(1.0 kGy)로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또한 조

사구에서는 저장 0일째 가장 높은 IC50 값을 보여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아

졌다. 이는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영향보다 저장기간의 증가에 따른 영향을 더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상기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X선 조사에 의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저장일 경과에 따라 영향을 받았지만 조사선량에 따른 증가나 감소의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감마선을 조사한 포도박(Jo et al, 2010)과 전자선을 조사한 참다래(Kim et al, 2007)의 연

구에서 비조사구와 조사구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저선

량의 X선은 오렌지의 라디칼 소거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X선 조사된 오렌지를 20±0.1℃에서 보관하면서 12일 동안 관찰한 FRAP과 reducing power는 

Table 27, 28에 각각 나타내었다. X선을 조사한 오렌지의 FRAP value는 FeSO4를 표준물질로 

하여 시료 1 g 당 mM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FRAP value는 저장 0일 조사선량에 따라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이후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저장 3일째 FRAP value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다. Reducing power의 결과는 

시료 내의 항산화제가 50%의 환원력을 나타내는 EC50 값으로 계산하였다. Reducing power은 

저장기간과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향은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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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력은 조사선량에 따른 일률적인 경향이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저선량의 X선 조사는 상

온저장 중 환원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able 25. Changes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

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1.66±0.09bcAB 1.72±0.17bA 1.84±0.20aA 1.47±0.03aBC 1.34±0.01abC

0.2 1.78±0.03aAB 1.95±0.15aA 1.60±0.18abBC 1.46±0.02abC 1.13±0.02cD

0.4 1.61±0.02cA 1.62±0.09bcA 1.70±0.13aA 1.43±0.01abcB 1.22±0.01bcC

0.6 1.65±0.07bcA 1.41±0.05cB 1.44±0.06bB 1.44±0.03abcB 1.30±0.01bC

0.8 1.72±0.06abA 1.45±0.10cB 1.62±0.01abA 1.42±0.04bcB 1.32±0.12abB

1.0 1.75±0.03abA 1.53±0.03bcB 1.70±0.02aA 1.39±0.03cC 1.44±0.12aBC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26. Changes o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5.57±0.08dBC 5.70±0.03aB 6.80±0.11aA 5.21±0.11aD 5.44±0.04aC

0.2 6.48±0.13bA 5.21±0.05cD 5.83±0.09bB 4.96±0.00bE 5.41±0.06aC

0.4 6.45±0.01bA 5.44±0.06bC 5.84±0.08bB 4.95±0.05bD 4.95±0.03dD

0.6 6.75±0.15aA 5.45±0.05bB 5.49±0.05cB 4.76±0.05cD 5.07±0.04cC

0.8 6.42±0.06bA 5.22±0.00cC 5.32±0.09dB 5.06±0.03bD 5.18±0.01bC

1.0 6.07±0.10cA 5.13±0.03dC 5.33±0.10dB 5.30±0.07aB 5.40±0.03aB

1)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27. Changes on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FRAP)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M)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6.57±0.14aB 7.04±0.31abcA 6.10±0.24aBC 5.77±0.29bC 6.44±0.24bcB

0.2 5.71±0.02bB 6.67±0.50cdA 6.07±0.02aB 6.11±0.24bB 6.70±0.22abA

0.4 5.75±0.05bD 6.92±0.23bcA 5.91±0.03aCD 6.01±0.15bC 6.58±0.10abcB

0.6 5.61±0.15bcC 6.23±0.07dB 6.00±0.26aB 6.65±0.21aA 6.84±0.09aA

0.8 5.44±0.08cD 7.34±0.30abA 5.89±0.23aC 5.97±0.15bC 6.82±0.29aB

1.0 5.44±0.17cD 7.50±0.19aA 6.10±0.23aBC 5.93±0.20bC 6.30±0.07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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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f: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Table 28. Changes on reducing power of orange during storage at 20±0.1℃ for 12 days 

after X-ray irradiation

(unit: mg/ml)

Irradiation 
dose(kGy)

Storage period(days)

0 3 6 9 12

0 4.97±0.10cdB 5.15±0.05aA 4.49±0.02bC 5.12±0.04abA 5.12±0.04aA

0.2 4.95±0.03cdA 4.83±0.08bcA 4.58±0.21abB 5.01±0.04bA 4.90±0.03bA

0.4 5.42±0.11aA 4.91±0.06bB 4.45±0.02bC 5.28±0.23aA 4.82±0.06bB

0.6 5.25±0.06bA 4.65±0.03dC 4.72±0.02aC 5.00±0.04bB 4.89±0.14bB

0.8 5.02±0.07cB 4.94±0.06bBC 4.60±0.04abD 5.32±0.14aA 4.86±0.05bC

1.0 4.82±0.09dC 4.75±0.05cdC 4.51±0.01bD 5.28±0.02aA 5.07±0.00aB

1)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P<0.05). 2)Means±S.D.(n=3).

   이온화에너지 조사에 따른 식중독 미생물, 저장성 부패균의 감수성 평가

1. 이온화에너지에 따른 식중독 미생물의 감수성 평가 연구동향

가. 과일의 경우 검역처리 및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선량은 최대 

3kGy 이내이며 보통 1kGy 미만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나. 과일의 경우 우려되는 미생물학적 위해는 주로 곰팡이 등의 진균류에 대한 것이며 식중독

균에 의한 것은 2008년 미국에서 살모넬라에 오염된 토마토에 의해 살모넬라에 감염된 사

례가 보고되고 있다.  

다. 식중독균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평가 연구동향

(1) 계란오염균주에 대한 감마선 감수성 평가결과 표준균주인 S. Typhimurium의 D10 값은 

0.365~0.399 kGy, Staphylococcus sciuri는 0.442~0.471 kGy, E. coli는 0.280~0.344 kGy의 범

위로 계산되어 비교적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Enterococcus faecalis와 P. mirabilis 는 1.0 kGy 전후, 그리고 B. cereus는 1.075~1.119 kGy 

수준의 D10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계란 분리균주 5종을 계란 난각 표면과 내부에 

106~7CFU/g되게 접종한 다음 감마선을 조사하여 D10 값으로 감마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

과, S. Typhimurium은 0.365~0.399 kGy, Staphylococcus sciuri는 0.418~0.471 kGy, B. cereus

는 1.075~1.119 kGy, E. coli는 0.280~0.304 kGy, P. mirabilis는 1.132~1.330 kGy, 그리고 

Enterococcus faecalis는 0.993~1.290 kGy 수준의 D10 값을 나타내었다. 

(2) 우육에 접종된 균주의 감마선 저항성 연구결과에서 Staphylococcus와 S. Typhimurium의 

D10 값이 각각 0.44, 0.54 kGy로 보고한 바 있으며, Maxcy는 저지방육에서 S. Typhimurium

의 D10 값을 0.59 kGy로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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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성 Escherichia coli O157:H7 균주를 우육에 오염, 동결시켜 전자선에 의한 살균효과를 

평가한 결과 방사선 감수성은 D10 값이 0.45kGy, 불활성화계수가 3~5 kGy 조사로서 

6.67~11.11 log cycle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균현탁액의 상태로 조사하였을 

경우 Escherichia coli O157:H7 의 D10 값이 0.27 kGy, Campylobacter jejuni가 0.16kGy, 

Aeromonas hydrophila가 0.14~0.19 kGy로 보고되었다(Xuetong Fan et al).

(4)  2008년 FDA는 신선한 상추 및 신선한 시금치의 식품안전성을 위한 조사선량을 4 kGy 까

지 제시하였다. 

(5) 세균감염을  1 - log 감소시키기 위한 조사선량은 0.2 ~ 0.8 kGy 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

스 및 곰팡이는 좀더 저항성이 강해 같은 수준으로 감소를 위해 1~3 kGydml 선량이 필요

하다고 알려져 있다(Niemira and Sommers 2006).

(6) E. coli O157:H7 균을 접종한 래디쉬, 알팔파, 브로콜리의 D 10 값은 각각 4, 0.27, 0.26 kGy 

라고 보고되었으며(Rajkowski and Thayer 2000), 무순에 접종된  E. coli O157:H7과 

Salmonella 의 D10 값은 0.3 kGy, 숙주나물의 경우는 0.16 ~ 0.18 kGy 라고 보고되었다(Bari 

등, 2004). 

(7) 메론의 경우 0.5 ~ 1 kGy의 조사가 저장기간동안 품질을 유지하며 미생물을 감소시켰다고 

보고됨 (Boynton 등 2006). 

(8) 조사된 슬라이스 당근(2 kGy)은 E. coli , Yersinia enterocolitica, L. mnocytogene을 검출되

지 않는 수준까지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Kamat 등, 2005), E. coli의 경우 0.12 

kGy, Y. enterocolitica는 0.26 kGy, L. monocytogenes 에 대해서는 0.3 ~ 0.5 kGy의 D10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9) 깍둑썰기된 토마토에 살모넬라를 접종하였을 때 1% calcium chloride를 같이 처리할 경우  

D10 값은 0.26~0.39 kGy를 나타내었다(Prakash 등 2007). 

(10) Goularte 등(2004)은 조각처리된 아이스버그 상추에서 E. coli O157:H7에 대해 0.11 kGy 의 

D10 값을 Salmonella에 0.2 kGy D10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 256 -

<주요 식품위생 관련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

미생물 배양기 온도 (℃)

방사선 감수성 

(106사멸선량, 

kGy)
Aeromonas hydrophila 마쇄 어육/쇠고기 2 1.3
Campylobacter jejuni 마쇄 닭고기 -15 1.9

Escherichia coli 최적 생육배지 - 0.4
Escherichia coli O157:H7 최적 생육배지 4 1.5~2.0

Pseudomonas 최적 생육배지 - 0.6
Salmonella typhimurium 송아지 고기 10 3.4
Salmonella paratyphi 소간 5 1.8
Shigella dysenteria 굴/새우 - 2.4/1.5
Shigella flexmeri 새우 10 2.5
Shigella sonnei 게살 - 1.6

Vibrio parahaem olyticus 게살 - 0.5~1.0
Yersinia enterocolitica 쇠고기/새우 0 1.2
Staphylococcus aureus 쇠고기 - 1.9~3.4
Steptococcus faecalis 최적 생육배지 - 5.5

Micrococcus radiodurans 최적 생육배지 - 60
Clostridium botulinum 62A

(spores)
햄 15 15.5

Food-and-mouth disease virus 송아지 신장 - 36
Poliomyelitis virus 송아지 신장 - 84

자료출처 : 한국원자력 연구원

<United States Code of Federal R egulations 21 CFR 179.26: Applications and dose limits for 

irradiated foods >

 Commodity and Purpose Dose Limits 
Control of Trichinella in pork 0.3 – 1.0 kGy 

 Suppression of growth and maturation in fresh foods 
Maximum dose 1.0 

kGy 
 Disinfestation of insect pest Max. 1.0 kGy 

 Antimicrobial treatment of dry enzymes

 
 Max. 10.0 kGy

 Antimicrobial treatment of dry herbs and spices Max. 30.0 kGy 
 Control of pathogens in fresh and frozen raw poultry  Max. 3.0 kGy

Sterilization of foods intended for use by NASA
Minimum dose 44.0 

kGy 

 Control of pathogens and extension of shelf life of refrigerated and

frozen meats 

 Max. 4.5 kGy 

(refrigerated),

Max. 7.0 kGy (frozen) 

 Control of Salmonella in fresh shell eggs 
Max. 3.0 kGy 

 Control of pathogens in seeds used to produce sprouts Max. 8.0 kGy 
 Control of Vibrio species and other foodborne pathogens in fresh or

frozen molluscan shellfish
 Max. 5.5 kG

Control of food - borne pathogens and extension of shelf - life of Iceberg 

lettuce and spinach
Max: 4.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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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Xuetong Fan, Brendan A. Niemira, Christopher J. Doona, Florence E. Feeherry, 

Robert B. Gravani. Microbial Safety of Fresh Produce. Wiley-Blackwell

2. 이온화에너지 조사에 따른 저장성 부패균의 감수성 평가

가. 수입과실 오렌지 저장병인 Penicillium digitatum, Phyllosticta citricarpa 균주에 대한 감마선 

감수성 연구동향

 오렌지를 비롯한 감귤류의 저장병에는 Penicillium digitatum, Alternaria citri, Phyllosticta      

 citricarpa가 있다. 그 중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Penicillium digitatum, Phyllosticta citricarpa 균

주에 대해 감마선 감수성을 평가하였고, 이를 생과실에 접종하여 감마선 감수성을 알아보았다. 

Penicillium digitatum 균주에 대해 감마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2, 0.4 kGy 조사에 생

과실의 경우 각각 5.03, 4.16, 4.12, 3.14, 2.41 log CFU/g를 나타내었고 현탁액의 경우 각각 

2.13, 1.64, 0.72, 0.72, 0.00 log CFU/g을 나타내었다. Phyllosticta citricarpa 균주에 대해 감마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2, 0.4 kGy 조사에 생과실의 경우 각각 6.19, 6.02, 5.17, 4.72, 

3.96 log CFU/g를 나타내었고 현탁액의 경우 각각 3.23, 3.04, 2.47, 2.39, 1.54 log CFU/g을 나타

내었다. 수입오렌지에 있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Penicillium digitatum, Phyllosticta citricarpa 균

주의 D10 값을 평가한 결과 생과실의 경우 각각 0.153, 0.212 의 D10 값을 나타내었고 현탁액

의 경우 각각 0.180, 0.237의 D10 값을 나타내어 Penicillium digitatum 균주보다 Phyllosticta 

citricarpa 균주의 방사선 저항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The D10 values of Penicillium digitatum, Phyllosticta citricarpa in the suspension or in 

the surface of orange.

Penicillium digitatum Phyllosticta citricarpa

suspension (kGy) 0.153 0.212

surface of orange (kGy) 0.180 0.237

Fig 1. Number of Penicillium digitatum, Phyllosticta citricarpa in the sus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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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umber of Penicillium digitatum, Phyllosticta citricarpa in the surface of orange 

  

나. 키위 저장병인  Botrytis cinerea, Diaporthe actinidiae, Botryasphaeria dothidea 균주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연구동향

국내산 키위 경우 Botrytis cinerea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 

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6.39,  5.89, 4.2, 3.80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각각 6.45, 5.95, 4.28, 3.86 log CFU/g을 나타내었다. Diaporthe actinidiae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 1 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6.42, 5.95, 4.61, 2.80, 

2.66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각각 6.42, 6.01, 4.69, 3.91, 2.69 log CFU/g를 나타

내었다고 보고되었다.  Botryasphaeria dothidea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6.29, 5.90, 4.38, 3.87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

자선의 경우 각각 6.31, 5.95, 4.40, 3.93 log CFU/g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산 키위에 

있어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감마선의 경우 Botrytis 

cinerea, Diaporthe   actinidiae, Botryasphaeria   dothidea 의 방사선 감수성이 각각 0.18, 0.26, 

0.19 의 D10 값을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Botrytis cinerea, Diaporthe actinidiae, 

Botryasphaeria   dothidea 의 방사선 감수성이 각각 0.19, 0.28, 0.21의 D10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다. 복숭아 및 살구의 저장병인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Rhizopus stoloifer 

var. stolonifer, Monilinia fructicala 균주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연구동향

(1) 국내산 복숭아의 경우 Botrytis cinerea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 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5.00, 4.73, 2.40, 1.77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

선의 경우 각각 5.12, 4.95, 2.51, 1.80 log CFU/g을 나타내었다. Penicillium expansum 균주에 대

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 1 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5.99, 5.76, 

4.44, 2.15, 1.59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각각 6.01, 5.85, 4.54, 2.18, 1.63 log 

CFU/g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Rhizopus stoloifer var. stolonifer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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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5.97, 4.76, 4.33, 2.77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각각 6.05, 4.84, 4.35, 2.88 log CFU/g를 나타내었다고 보고

되었다. Monilinia fructicala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kGy 조

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4.96, 4.27, 2.39, 1.87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각각 

5.03, 4.33, 2.45, 1.94 log CFU/g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산 복숭아에 있어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한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감마선의 

경우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Rhizopus stoloifer var. stolonifer, Monilinia 

fructicala 의 방사선 감수성이 각각 0.14, 0.20, 0.17, 0.15 의 D10 값을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

우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Rhizopus stoloifer var. stolonifer, Monilinia 

fructicala의 방사선 감수성이 각각 0.15, 0.22, 0.19, 0.16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2) 국내산 살구의 경우 Botrytis cinerea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 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4.88, 4.31, 2.54, 1.54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각각 5.00, 4.88, 2.32, 1.65 log CFU/g을 나타내었다. Penicillium expansum 균주에 대해 방

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0, 0.1, 0.3, 0.5, 1 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5.77, 5.54, 4.21, 

2.01, 1.24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각각 5.88, 5.74, 4.33, 2.05, 1.34 log CFU/g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Rhizopus stoloifer var. stolonifer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

가한 결과  0, 0.1, 0.3, 0.5kGy 조사에 감마선의 경우 각각 4.98, 4.35, 2.48, 1.67 log CFU/g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각각 5.01, 4.37, 2.55, 1.87 log CFU/g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Monilinia fructicala 균주에 대해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감마선 및 전자선 모두 조사에 

의해 균주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산 살구에 있어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에 의

한 방사선 감수성을 평가한 결과 감마선의 경우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Rhizopus stoloifer var. stolonifer 의 방사선 감수성이 각각 0.13, 0.18, 0.13 의 D10 값을 나타

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Botrytis cinerea, Penicillium expansum, Rhizopus stoloifer var. stolonifer  

의 방사선 감수성이 각각 0.15, 0.20, 0.14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

  과일 및 채소 수출시 검역 프로토콜 제안

1. 이온화 에너지 조사

가. 조사 선원 - 감마선, X-선, 전자선

나. 병원성 미생물 1 log 감소에 필요한 조사선량 0.2~0.8 kGy

다. U.S Food &Drug Administration : 모든 타입의 조사는 신선한 과일 및 채소에 최대 1kGy 

까지 적용할 수 있다. 

  
2. 이온화 에너지 조사에 의한 과일의 영양건전성

가. 식품에 있어 조사된 식품은 일반적으로 요리, 건조, 동결 등의 식품처리과정에 의해 다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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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소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음

나. 조사된 식품내에서 특히 비타민과 같은 미량 영양소는 조사에 의해 감소되지만 일반적인 

다른 식품가공처리 방법에 의해서도 감소되거나 파괴될 수 있음

다. FDA, WHO, American Dietetic Association은 모든 조사된 식품의 영양에 대해 고려한 후 

조사처리 과정을 승인하였음

라. 수출입 검역에 있어 파키스탄(망고), 베트남(드래곤 fruit), 멕시코(구아바) 등에서 과일에 대

해 400 Gy로 조사처리하고 있으며 이 선량으로 처리한 과일에서 어떠한 해충도 보고되지 

않음

마. 오렌지의 경우 노린재류(Aspidiotus neriiBouché; Hemiberlesia lataniae(Signoret);

Isotenes miserana(Walker); Lepidosaphes gloveriiPackard; Pseudococcus viburni

Signoret) 및 과실파리류의 해충방제를 위해 최소 400 Gy의 조사가 필요(PHYTOSANITARY 

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RESH ORANGE FRUIT (Citrus sinensis) 

IMPORTED FROM AUSTRALIA INTO VIETNAM)

바. 오렌지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처리 결과 800 Gy 이상의 이온화 에너지 처리는 조사선

원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능적 특성 및 특정 비타민에 대해 좋지 않은 영향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임

사. 따라서 오렌지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처리시 최대 흡수선량이 800 Gy를 초과하지 않

도록 한다. (Australia New Zealand Food Standards Code (FSC) 의 경우 오렌지에 대한 최

대 흡수선량을 1kGy까지 요구하고 있음)

아. 본 연구결과 오렌지에 대한 600 Gy 이하의 이온화 에너지 조사처리(감마선, 전자선, X-선)

는 조사처리에 의한 품질특성 변화를 최소화하여 조사에 의한 오렌지의 영양건전성을 확보

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충방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자. 따라서 과일(오렌지)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조사의 경우 해충방제가 가능한 400~600 Gy의 

조사처리는 영양건전성에 관한 품질관리 평가를 따로 실시하지 않아도 영양건전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바. 이온화 에너지 조사에 따른 수입 오렌지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시험(1세

부 3위탁: 한림대)

가. 시료 및 감마선조사

 오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오렌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11.1 PBq, 60Co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였다. 

수입 오렌지를 실온(14±1°C)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0.5와 1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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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한편 조사된 수입 오렌지는 껍질을 

제거한 다음 동결건조기(Vacuum Freeze Dryer, Model SFDSF12, Samwon Freezing Co., Seoul, 

Korea)에 동결건조 하여 독성시험 시료로 사용하였다. 

나.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TA1537로 국립보건안전연구원으로부터 분양받아 계대 보존한 것을 사용하였

다.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histidine 요구성, crystal violet 감수성, ampicillin 내성, 

spontaneous 복귀변이 수 등을 확인하였다. 균주를 nutrient broth에 하룻밤 동안 배양하여 대

수기(2×10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다음 배양액 0.1 mL에 시험물질인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 및 비조사 수입 오렌지 0.1 mL(최대 10 mg/mL), S-9 mixture(또는 0.2 M 

Na-phosphate buffer) 0.5 mL를 혼합하여 37°C에서 30분간 pre-incubation 하였다. 

Histidine/biotin을 함유한 top agar 2.5 mL를 가하여 minimal glucose agar 배지에 부어 굳힌 후

에 37°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을 계수하였다. 양성대조물질로는 

2-nitrofluorene(2-NF), N- methyl-N'-nitrosoguanidine(MNNG), 9-aminoacridine (9AA), 

2-aminofluorene(2-AF) 등을 각 시험균주의 특성에 맞추어 사용하였다.

다. 포유류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시험

 Chinese hamster ovary(CHO) fibroblast를 사용하여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의 염

색체이상시험을 실시하였다(15). 배지는 minimal essential medium에 fetal bovine serum을 5%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였고, 음성대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용매인 phosphate buffered 

saline(pH 7.4)을, 양성대조물질로는 대사활성 조건 하에서 benzo(α)pyrene을 dimethylsulfoxide

에 용해시켜 사용하였으며 대사활성 부재 하에서는 mitomycin C를 멸균증류수에 용해시켜 사

용하였다. 먼저 본 시험에 적용하기 위한 50% 증식억제농도를 추정한 다음, 이 농도를 기준으

로 공비 2로 4단계의 농도를 설정하여 본 실험을 하였다. 즉 S-9 mixture(20%, v/v), 감마선 조

사 수입 오렌지(0.5, 1 kGy) 및 양성대조물질이 포함된 배양액으로 6시간 배양한 후 보통의 배

양액으로 교환하여 16시간 동안 더 배양한 후 colcemid를 처리한 다음 0.05% trypsin-EDTA로 

세포를 모아 염색체이상시험을 위한 표본을 제작하였다. 염색체이상시험 결과의 판정은 광학현

미경 하에서 1,000배의 배율로 각 시험군당 100개의 잘 퍼진 분열 중기상을 관찰한 다음 처리

군에 대한 구조이상의 총 출현빈도를 음성(-, 5% 미만), 의양성(±, 5% 이상 10% 미만), 양성(+, 

10% 이상)의 기준에 따라 판정하였다.

라. 설치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

 ICR 마우스(웅성; 5~6주령)를 사용하여 약 1주일간의 순화기간을 거친 후 시험물질인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를 투여하였다. 투여량은 예비시험으로부터 경구투여가 가능한 최

고농도를 고용량으로 설정하였고, 이를 1/2로 희석하여 저용량으로 하였다. 시험 최고농도는 

마우스 체중 kg당 2,000 mg이었으며, 검체 균질액을 24시간 간격으로 2회 경구투여 하였다. 마

지막 투여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 Hayashi의 방법에 준하여 acridine orange 용액(0.5 mg/mL)

을 slide glass에 도포하여 공기 중에 건조시킨 다음, 마우스의 골수로부터 채취한 혈액 약 5 μ

L를 slide glass 위에 떨어뜨리고 cover glass로 덮었다. 세포를 고정시킨 후 형광현미경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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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 1마리당 1,000개의 망상적혈구(polychromatic erythrocyte, PCE)를 관찰하여 그중에서 초

록색 형광을 띠는 소핵을 가진 망상적혈구(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

를 측정하여 소핵생성 빈도를 계산하였다. 

 2. 이온화 에너지 조사 수입 오렌지의 급성독성시험 및 생체내 각종 지표 분석

가. 시료 및 감마선조사

오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오렌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11.1 PBq, 60Co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

였다. 수입 오렌지를 실온(14±1°C)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0.5와 1 kGy의 총 흡수선량

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한편 조사된 수입

오렌지는 껍질을 제거한 다음 동결건조기(Vacuum Freeze Dryer, Model SFDSF12, Samwon

Freezing Co., Seoul, Korea)에 동결건조 하여 독성시험 시료로 사용하였다.

나. 실험동물 및 사육환경 

실험동물은 4주령의 특정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의 ICR 계열 마우스를 중앙실험

동물(주)(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였다. 7일간의 검역 및 순화과정을 거친 후 체중 감소가

없는 건강한 동물을 선별하여 5주령 때부터 시험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3±3°C, 상대

습도 60± 10%, 환기횟수 및 방식 10~20회/시간, 전배기방식, 조명시간 12시간(08:00~20:00) 및

조도 150~300 Lux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시험자들은 고압증기멸균(121°C, 20분) 한 작업복과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동물실의 온도와 상대습도는 자동온

습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환기횟수, 조도 등의 환경조건은 정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은 폴리카보네이트 사육상자(278×420×200 mm, (주)쓰리샤인, 대전, 한국)에 사육하였

으며, 본 실험은 한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Hallym 2014-1)을 받아 수

행하였다.

다. 시험군구성 및 시험물질 투여

동물의 군 분리는 순화기간 중 건강한 것으로 판정한 동물의 체중을 측정한 후 평균 체중에

가까운 동물들을 암수 각각 급성독성은 10마리씩 3개군으로, 아만성독성은 12마리씩 3개군으로

나누었다. 시험물질을 0, 1,000, 2,000 mg/kg 용량으로 설정하고 멸균주사용수에 용해하여 조제

하였으며,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기 전 하룻밤 절식시켜 위 내용물을 비운 후 경구투여용 존데를

이용하여 위 내에 직접 투여하였다. 투여액량은 투여 당일에 측정한 절식 시의 체중을 기준으

로 하여 10 mL/kg으로 하였고, 투여횟수 및 투여기간은 투여 당일 오전에 개체별로 단회 투여

하였다.

라. 사망동물 및 임상증상 관찰

투여 당일에 투여 후 1시간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여 후 6시간까지는 매시간, 투여 1일부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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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까지는 1회 이상 일반증상을 관찰하였다. 체중은 모든 동물에 대하여 투여 전, 투여 후 1, 3,

7 및 14일에 측정하였다.

마. 동물의 부검 및 장기무게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절식시키고 tribromoethanol(TBE)로 복강 마취하였으며,

혈액은 안와정맥채혈법으로 채취하였다. 급성독성은 모든 내부 장기를 대상으로 육안적인 부검

소견을 관찰하였다.

바.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생화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는 부검 시 채혈한 혈액을 EDTA-2K가 들어 있는 tube에 주입한 후 자동혈구

계측장치(Hemavet 950, Drew Scientific Inc., Oxford, UK)를 이용하여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 호중구(neutrophil, NEU), 림프구(lymphocyte, LYM), 단핵구(monocyte, MONO),

호산구(eosinophil, EOS), 호염구(basophil, BASO) 수치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적혈구(red

blood cell, RBC), 헤모글로빈(hemoglobin, Hb), 혈중적혈구비율(hematocrit, HCT), 평균적혈구

용적(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적혈구혈색소량(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적혈구용

적분포폭(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 RDW), 혈소판(platelet, PLT), 평균혈소판용적

(mean plasma volume, MPV) 수치도 측정하였다. 혈청생화학적 검사는 부검 시 채혈한 혈액

을 clot activator가 들어 있는 tube에 주입하고 15~20분간 실온에 방치하여 응고시킨 후 원심

분리 하여 얻은 혈청으로, 혈액생화학분석기기(KoneLab 2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Finland)를 이용하여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kaline phosphatase(ALP), total bilirubin(TBIL), glucose(GLU), total

cholesterol(TCHO), triglycerides (TG), total protein(TP), albumin(ALB),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CRE)을 측정하였다.

 3. 이온화 에너지 조사 수입 오렌지의 아만성 독성평가

가. 시료 및 감마선조사

오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 산으로 시중에서 판매 중인 오렌지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Jeongeup, Korea) 내 선원 11.1 PBq, 60Co 감마선 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

였다. 수입 오렌지를 실온(14±1°C)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0.5와 1 kGy의 총 흡수선량

을 얻도록 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규격에

준용하여 표준화한 후 사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였다. 한편 조사된 수입

오렌지는 껍질을 제거한 다음 동결건조기(Vacuum Freeze Dryer, Model SFDSF12, Samwon

Freezing Co., Seoul, Korea)에 동결건조 하여 독성시험 시료로 사용하였다.

나. 실험동물 및 사육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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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은 4주령의 특정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의 ICR 계열 마우스를 중앙실험

동물(주)(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였다. 7일간의 검역 및 순화과정을 거친 후 체중 감소가

없는 건강한 동물을 선별하여 5주령 때부터 시험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3±3°C, 상대

습도 60± 10%, 환기횟수 및 방식 10~20회/시간, 전배기방식, 조명시간 12시간(08:00~20:00) 및

조도 150~300 Lux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시험자들은 고압증기멸균(121°C, 20분) 한 작업복과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동물실의 온도와 상대습도는 자동온

습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환기횟수, 조도 등의 환경조건은 정기적으로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은 폴리카보네이트 사육상자(278×420×200 mm, (주)쓰리샤인, 대전, 한국)에 사육하였

으며, 본 실험은 한림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Hallym 2014-1)을 받아 수

행하였다.

다. 시험군구성 및 시험물질 투여

동물의 군 분리는 순화기간 중 건강한 것으로 판정한 동물의 체중을 측정한 후 평균 체중에

가까운 동물들을 암수 각각 급성독성은 10마리씩 3개군으로, 아만성독성은 12마리씩 3개군으로

나누었다. 아만성독성은 AIN-76 식이를 기본으로 투여한 대조군과 감마선 비조사(0 kGy) 오

렌지 투여군, 감마선 조사(1 kGy) 오렌지 투여군으로 구성하였다. 사료는 각각의 필수영양소들

을 AIN-76 규격에 맞게 혼합하여 pellet을 만들어 3개월간 자유로이 섭취시켰고, 필터와 유수

살균기를 이용하여 여과 살균된 정제수를 자유급식 시켰다. 오렌지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탄수

화물, 단백질, 지방 함량이 건물량(dry basis) 기준으로 각각 81.53, 5.17, 0.34 g/100 g으로 확

인되었으므로 오렌지 투여 시험군의 경우에는 오렌지를 투여하는 대신 AIN-76 식이를 기본으

로 corn starch, casein 및 soybean oil의 양을 감소시켜 총 열량을 동일하게 조성한 pellet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때 오렌지의 투여량은 사람의 섭취량을 고려하여 2.5%로 설정하여 안전

성 평가를 실시하였다(Table 1).

라. 사망동물 및 임상증상 관찰

투여 및 관찰기간 동안 사망 여부, 일반증상의 정도를 1일 1회 관찰하고, 개체별로 기록하

였다. 동물의 체중은 투여개시일, 그 이후에는 주 1회 및 부검일에 측정하였다. 부검일은 절식

시킨 체중을 측정하였다. 사료 및 물 섭취량은 주 1회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사료 및 물을

정량 급여한 후 일주일 되는 날에 사육상자 단위로 측정하여 그 차이를 계산하고, 마리당 일일

평균 섭취량으로 산출하였다.

마. 동물의 부검 및 장기무게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을 12시간 동안 절식시키고 tribromoethanol(TBE)로 복강 마취하였으며,

혈액은 안와정맥채혈법으로 채취하였다. 간, 비장, 신장, 심장, 폐를 적출하여 중량을 측정하고,

각 장기에 대하여 부검 시 체중에 대한 상대중량을 산출하였다.

바.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생화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는 부검 시 채혈한 혈액을 EDTA-2K가 들어 있는 tube에 주입한 후 자동혈구

계측장치(Hemavet 950, Drew Scientific Inc., Oxford, UK)를 이용하여 백혈구(white blood

cell, WBC), 호중구(neutrophil, NEU), 림프구(lymphocyte, LYM), 단핵구(monocyte, MO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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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산구(eosinophil, EOS), 호염구(basophil, BASO) 수치를 측정하였다. 나아가 적혈구(red

blood cell, RBC), 헤모글로빈(hemoglobin, Hb), 혈중적혈구비율(hematocrit, HCT), 평균적혈구

용적(mean corpuscular volume, MCV), 평균적혈구혈색소량(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H), 평균적혈구혈색소농도(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MCHC), 적혈구용

적분포폭(red blood cell distribution width, RDW), 혈소판(platelet, PLT), 평균혈소판용적

(mean plasma volume, MPV) 수치도 측정하였다. 혈청생화학적 검사는 부검 시 채혈한 혈액

을 clot activator가 들어 있는 tube에 주입하고 15~20분간 실온에 방치하여 응고시킨 후 원심

분리 하여 얻은 혈청으로, 혈액생화학분석기기(KoneLab 20,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Finland)를 이용하여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kaline phosphatase(ALP), total bilirubin(TBIL), glucose(GLU), total

cholesterol(TCHO), triglycerides (TG), total protein(TP), albumin(ALB), blood urea

nitrogen(BUN), creatinine(CRE)을 측정하였다.

사. 조직학적 검사

아만성독성의 조직학적 검사는 간, 신장을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고정시킨 후, Tissue

Processor (Leica TP1020, Leica, Wetzlar, Germany)를 이용하여 파라핀 포매를 하였다. 포매

된 조직은 Microtome(Leica RM 2255, Leica, Wetzlar, Germany)으로 7 μm 박절한 후

hematoxylin & eosin 염색을 실시하여 광학현미경(Zeiss Axio Imager.M1, Carl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연구개발 결과

 1. 이온화 에너지 조사에 따른 수입 오렌지의 유전독성학적 안전성 시험

가.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돌연변이 유발성을 시험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를 시험물질로 사용하

여 S. Typhimurium TA98, TA100, TA1535 및 TA1537에 대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

하였다.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의 농도 증가에 따라 탁도와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용해 가

능한 최고 적용 농도인 10 mg/plate를 공비 2로 희석하여 용량단계 6단계로 설정하였으며, S9

mixture를 가하지 않은 대사활성 부재 시스템 및 S9 mixture를 가한 대사활용 적용 시스템으

로 나누어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S9 mixture를 가하지 않은 대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는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적용 농도인 0.625~10

mg/plate의 범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농도 의존적인 증가 혹은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용

매대조군 및 비조사(0 kGy) 수입 오렌지와 비교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Table 1).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가한 상태에서도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

지(0.5, 1 kGy)는 각각의 시험적용 농도에서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일반적으로 돌연변이원성의 판정은 음성대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이상인 경우를 양성

으로 한다(14). 본 실험에서 TA98과 TA100의 양성대조물질로 사용한 2-AF는 각각 약 59배

및 11배의 복귀변이 집락수의 증가를 보여 강한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낸 반면 시험물질로 사용

한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 시료는 모든 시험적용 농도에서 용매대조군 및 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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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조군과 유사한 복귀변이 집락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1 kGy까지 조사한 수입 오렌지는

유의할 만한 복귀돌연변이 증가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돌연변이 유발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포유류의 배양세포를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염색체이상시험은 변이원 물질을 검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먼저 채택되는 시험법의 하

나로 보편적으로 in vitro 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 시험법은 1970년대 초 Schmid에 의하

여 제창되어 그 동안 많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기존의 많은 화학물질에 대하여 실시되어 기

초 자료가 풍부하고 실험의 재현성도 인정받고 있는 시험법이다. 과거 염색체이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설치류의 골수세포를 이용한 in vivo 세포유전학적 시험이 널리 이용되어 왔다. 그러

나 배양세포를 이용하는 시험법이 생체 내 시험법보다 훨씬 감수성이 높고 조작이 간편할 뿐

만 아니라 정량적 검색이 용이하며, 대부분의 발암성 물질이 본 시험에서 양성을 나타낸다. 또

한 에임즈 시험(복귀돌연변이시험)에서 검출되기 어려운 물질도 본 시험법에서는 양성으로 나

타나므로 복귀돌연변이시험의 보충시험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염색체구조이상

(chromosome structural aberration)은 일반적으로 DNA 이중쇄 절단(double strand breaks)에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 구조이상이 유발된 세포가 사멸하지 않고 생존하는 경우에는 정상과

다른 염색체 구성(염색체 변이)을 가진 세포집단으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CHO fibroblast 세포를 대상으로 하여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

의 염색체이상시험을 평가하였다.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에 대한 예비독성시험을 수행한 결

과 독성을 나타내지 않아, 적용 가능한 최고 농도인 10 mg/mL를 시험적용 최고농도로 설정하

여 4단계로 희석하면서 염색체이상시험을 실시하였다. 즉 CHO fibroblast 세포배양에서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의 시험적용 농도를 10, 5, 2.5, 1.25 mg/mL 4단계로 설정하여 염

색분체 결손(chromatid gap; ctg), 염색분체 절단(chromatid breakage; ctb), 염색분체 교환

(chromatid exchange; cte), 염색체 결손(chromosome gap; csg), 염색체 절단(chromosome

breakage; csb) 및 염색체 교환(chromosome exchange; cse)의 염색체이상 유무를 측정하였다.

우선 S9 mixture를 가하지 않은 대사활성 부재 시의 시험에서 용매대조군인 PBS는 100개의

분열 염색체에서 1개의 chromatid exchange, 1개의 chromosome gap 및 1개의 chromosome

exchange를 제외하고 97개 모두 정상으로 관찰되어 염색체이상 유발성이 없었으며, 기지의 염

색체이상 유발물질인 양성대조군 MMC(mitomycin C)는 61개만이 정상을 나타내어 양성의 염

색체이상 유발능을 나타내었다. 1 kGy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의 경우 1.25 mg/mL 농도 투

여군은 97개, 최고 농도인 10 mg/mL의 투여군에 있어서도 1개의 chromatid breakage, 1개의

chromosome gap과 1개의 chromosome breakage를 제외하고는 97개 모두 정상을 나타내 염색

체이상 유발능을 보이지 않았다(Table 3). 대사활성계를 도입한 즉 S9 mixture를 가한 상태에

서도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 시료는 모든 시험농도에서 5% 미만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보였다(Table 4). 즉 양성대조군인 benzo(α)pyrene은 63개만이 정상을 나타내어 양성

의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나타낸 반면,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1 kGy)의 경우는 최고 농도인

10 mg/mL에서도 97개 모두 정상을 나타내 염색체이상 유발능을 보이지 않았다. CHO 세포의

경우 통상 자연발생의 염색체이상을 가진 세포 출현율은 3%를 초과하는 일이 거의 없으므로

5% 미만의 염색체이상 평균 출현율을 음성으로 판정한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

(0.5, 1 kGy)는 대사활성 부재 및 대사활성 도입계 모두에서 유의할 만한 염색체이상을 나타내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염색체이상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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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치류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

생체 내 유전독성시험으로 설치류, 특히 마우스를 이용하는 소핵시험(micronucleus test)이

제시되고 있다. 본 시험법은 골수세포의 염색체이상을 관찰하는 대신 골수에서 생산되는 적혈

구 중에 출현되는 소핵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유전독성의 좋은 지표이며, 돌연변이성 물질을 쉽

고 빨리 검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소핵은 polychromatic erythrocytes에서 관찰

되는 과립 즉 Howell-Jolly body로 혈액학자들에 의해 알려졌으며 염색체 상해와 관련되어 세

포핵으로부터 나오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인위적인 소핵유발은 감마선이나 fast neutron으

로 조사된 콩의 뿌리에서 관찰되었으며 그 후 유전독성학적 안전성을 검색하기 위하여 설치류

의 골수에서 소핵형성 시험이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염색체의 형태 변화(구조이상)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으나 최초로 염색체 절단이 일어나고 이것이 수복되지 않으면 동원체를 갖지 않는

염색체 단편이 형성되며, 이 단편이 세포 분열 시에 잔존하여 소핵을 형성하므로 소핵은 염색

체의 구조이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세포의 분열장치에 대한 장애가 원인이 되어 염색체 1개

내지 여러 개가 세포 분열 시에 잔존하게 되어도 소핵화 된다는 점에서 염색체의 수적 이상까

지도 검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시험법은 골수중의 분열 중기상을 해석하는 염색체이상시

험과 함께 생체 내에서 염색체이상 유발물질을 검출하는 시험계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의 소핵시험 결과, 모든 시험용량 단계를 걸쳐 소핵을

가진 망상적혈구의 출현율이 음성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5). 즉 감마

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를 시험동물 kg당 250~2,000 mg의 범위로 경구투여 한 결과,

1,000개의 다염성적혈구(polychromatic erythrocyte, PCE) 중 소핵을 가진 다염성적혈구(micro-

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MNPCE)가 전 적용용량 범위에서 3.4~4.0의 수준을 나타

내어 용매 대조군(0.9% saline) 3.6에 비해 소핵 발현 빈도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지 않았다. 한

편 양성대조물질로 사용한 mitomycin C는 소핵수가 현저히 증가한 32.4개의 소핵 빈도를 보임

으로써 본 시험이 적합하게 행하여졌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 수입 오렌지(0.5,

1 kGy)는 유의할 만한 소핵 발현을 유도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핵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2. 이온화 에너지 조사 수입 오렌지의 급성독성시험 및 생체내 각종 지표 분석

가. 사망동물, 일반증상 및 체중변화

1 kGy 감마선 조사 오렌지를 ICR 마우스에 경구투여 한 후 시험기간 동안 사망동물은 관찰

되지 않았다(Table 6). 또한 일반증상에서도 연변, 설사, 항문 주위 오염 등과 관련된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다(Table 7). 시험물질 투여 후 14일간 체중 변화에서도 모두 정상적인

체중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8). 시험기간 종료 후 부검 시 모든 장기에서 육안적인 이상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9). 따라서 사망동물, 일반증상, 체중 변화, 부검소견 등 감마선 조사로 인한 변화로 판

단될 만한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나.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생화학적 검사

혈액학적 검사 결과, 암수 ICR 마우스가 모든 수치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Table 10).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암수 ICR 마우스가 모든 수치에서 통계학적으



- 268 -

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1).

 3. 이온화 에너지 조사 수입 오렌지의 아만성 독성평가

가. 사망동물, 일반증상 및 체중변화, 사료섭취량 및 장기무게

아만성독성에서 1 kGy 감마선 조사 오렌지를 3개월간 ICR 마우스에 투여하는 동안 암수 모

든 시험군에서 사망동물은 관찰되지 않았으며(Table 12, 육안적인 이상소견도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13. 또한 암수 모든 시험군에서 정상적인 체중 증가가 관찰되었고 감마선 조사 오렌지

투여군을 대조군 및 감마선 비조사 오렌지 투여군과 비교해 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적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이섭취량에서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4. 감

마선 조사가 주요 장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부검한 결과 암수 모든 시험군의 장기

에서 시험물질 섭취로 인한 특이적인 이상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장기 무게도 통계학적으

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15. 따라서 체중 변화, 사료 섭취량 및 장기 무게

모두 감마선 조사로 인한 변화로 판단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았다.

나. 혈액학적 검사 및 혈청생화학적 검사

아만성독성의 혈액학적 검사 결과를 Table 16 나타내었다. 먼저 수컷의 수치에서 HCT,

MCHC 암컷의 수치에서 WBC, Hb, MCHC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치가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HCT, MCHC, WBC, Hb수치는 Wolford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

동물의 혈액 기초 자료 측정치인 HCT(35.1~55.4%), MCHC(20.2~ 34.2 g/dL), WBC(1.8~10.7

K/μL), Hb(11.0~15.1 g/dL)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속하였고, 감마선 비조사 오

렌지군과 감마선 조사 오렌지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감마선

조사에 기인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만성독성의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를 Table 17에 타내었다. 암수 ICR 마우스의 모든 수

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수컷의 ALT 수치가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냈는데 이는 Wolford 등의 연구에서 제시한 실험동물의 혈액 기초자료 측정치인 ALT

(30~ 170 U/L)와 비교하였을 때 모두 정상 범위 내에 속하였고, 감마선 비조사 오렌지군과 감

마선 조사 오렌지군은 통계학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감마선 조사에 기

인한 독성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 kGy 감마선 조사 오렌지는 혈액생화학적 측면에

서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조직학적 검사

아만성독성에서 1 kGy 감마선 조사 오렌지를 3개월간 섭취한 ICR 마우스의 병리학적 조직

검사를 위해 우선 장기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모든 동물에서 장기의 형태, 크기, 색조, 경도

및 기타 병변 등의 육안적 이상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간장 및 신장을 채취하여

고정한 후 염색하여 관찰한 결과를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간의 경우 대조군, 감마선

비조사 오렌지 투여군과 감마선 조사 오렌지 투여군 모두에서 염증, 괴사 bilirubin 침착 및

iron 침착 등의 병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간세포의 구조도 모두 정상이었다(Fig. 1). 또한

신장에서도 염증 및 괴사 등의 병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고, 면역학적 요인이나 독성물질에

기인하는 괴사도 관찰되지 않았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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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Table 12. Formula of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 AIN-76 Orange
0 kGy 1 kGy

Casein
AIN-76 mineral 
mix
AIN-76 vitamin 
mix
DL-Methionine
Cellulose
Corn starch
Sucrose
Corn oil
Choline bitartrate
Orange

200
35
10
3

50
550
100
50
2
－

198.7
35
10
3

47.5
529.6
100
49.9

2
25

198.7
35
10
3

47.5
529.6
100
49.9

2
25

Total (g) 1,000 1,000.7 1,000.7

<연구개발 결과>

Table 1.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gamma irradiated imported orange (0.5 and 1 kGy) in the absence 
of S9 metabolic activation system

Test compound Conc. (mg/plate) No. of His+ revertants per plate1)

TA98 TA100 TA1535 TA1537
0 kGy 10

5
2.5

1.25
0.625

0

37±7
35±9
36±8
38±8
36±10
37±10

128±14
132±15
132±18
127±15
128±18
127±16

22±6
26±8
26±9
24±8
23±7
24±6

 8±8
10±6
 8±6
 8±5
10±7
 9±5

0.5 kGy 10
5

2.5
1.25

0.625
0

39±9
40±8
41±9
37±11
40±9
37±10

126±14
134±12
130±16
128±18
132±14
127±16

20±9
24±8
22±6
24±8
22±9
24±6

10±6
 8±8
 9±7
10±8
10±6
 9±5

1 kGy 10
5

2.5
1.25

0.625
0

39±12
41±9
38±10
40±10
36±8
37±10

132±16
128±14
134±18
126±16
129±15
127±16

22±7
26±8
24±6
22±8
20±8
24±6

 9±6
10±8
 9±7
10±6
10±8
 9±5

2-AF2)

MNNG
9-AA

0.01
0.01
0.08

1,729±136*

ne
ne

 ne3)

1,785±164*

ne

ne
1,257±117*

ne

ne
ne

213±28*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2-AF (2-aminofluorene), MNNG (N-methyl-N'-nitrosoguanidine), and 9-AA (9-aminoacridine)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3)Not examine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egative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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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 Typhimurium reversion assay with gamma irradiated imported orange (0.5 and 1 kGy) in the presence 
of S9 metabolic activation system 

Test compound Conc. (mg/plate)
No. of His+ revertants per plate1)

TA98 TA100 TA1535 TA1537
0 kGy 10

5
2.5

1.25
0.625

0

38±8
40±12
42±12
39±14
40±12
38±14  

136±14
138±16
140±14
138±16
143±12
146±18

18±8
16±6
20±6
16±8
15±6
20±8

 8±3
 9±4
 9±4
10±4
 8±3
 9±3

0.5 kGy 10
5

2.5
1.25
0.625

0

37±10
39±13
42±12
40±9
36±8

38±14

139±18
138±16
142±14
138±18
140±20
146±18

18±10
20±8

16±11
18±12
16±10
20±8

10±4
12±3
10±4
 9±4
 8±4
 9±3

1 kGy 10
5

2.5
1.25
0.625

0

36±10
42±10
36±9

39±11
40±12
38±14

140±16
142±18
138±14
140±16
142±20
146±18

20±8
16±8

20±10
18±8
18±6
20±8

 8±5
 9±4
 9±5
 8±6
10±4
 9±3

 2-AF2)

2-AA
0.01
0.002

2,246±184*

ne
1,642±155*

ne
 ne3)

184±27*
ne

176±24*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plates and expressed of revertant colonies per plate.
2)2-AF (2-aminofluorene) and 2-AA (2-aminoanthracene)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s for the corresponding 
strains.
3)Not examine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egative control (P<0.05).

Table 3. Chromosomal aberration on gamma irradiated imported orange (0.5 and 1 kGy) in the absence of S9 
metabolic activation system using a Chinese hamster ovary cell line
Test compound Conc. (mg/mL) ctg3) ctb cte csg csb cse nor Total

PBS1) － 0 0 1 1 0 1 97 100
0 kGy 10

5
2.5
1.25

1
1
0
0

0
1
1
1

1
1
0
1

1
0
1
0

1
0
1
1

0
0
0
1

96
97
97
96

100
100
100
100

0.5 kGy 10
5

2.5
1.25

0
0
1
0

1
1
0
1

1
1
1
1

1
1
0
1

1
0
1
1

0
0
0
0

96
97
97
96

100
100
100
100

1 kGy 10
5

2.5
1.25

0
0
1
0

1
0
1
1

0
1
0
1

1
1
0
1

1
1
1
0

0
1
0
0

97
96
97
97

100
100
100
100

MMC2) 0.002 8 9 6 7 4 5 61 100
1)Phosphate buffered saline (negative control).
2)Mitomycin C (positive control). 
3)ctg, chromatid gap; ctb, chromatid breakage; cte, chromatid exchange; csg, chromosome gap; csb, chromosome 
breakage; cse, chromosome exchange; nor,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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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romosomal aberration on gamma irradiated imported orange (0.5 and 1 kGy) in the presence of S9 
metabolic activation system using a Chinese hamster ovary cell line
Test compound Conc. (mg/mL) ctg3) ctb cte csg csb cse nor Total

PBS1) － 0 1 1 0 1 0 97 100
0 kGy 10

5
2.5

1.25

0
1
0
1

1
1
1
0

1
0
0
0

1
1
0
1

0
0
1
0

0
0
0
0

97
97
98
98

100
100
100
100

0.5 kGy 10
5

2.5
1.25

0
1
0
1

1
0
1
0

1
1
1
0

1
0
0
1

1
0
0
0

0
0
1
0

96
98
97
98

100
100
100
100

1 kGy 10
5

2.5
1.25

1
0
0
1

0
1
1
0

1
1
0
0

0
1
1
1

1
1
1
0

0
0
0
1

97
96
97
97

100
100
100
100

B(α)p2) 0.05 9 8 5 6 4 5 63 100
1)Phosphate buffered saline (negative control).
2)Benzo(α)pyrene (positive control).
3)ctg, chromatid gap; ctb, chromatid breakage; cte, chromatid exchange; csg, chromosome gap; csb, chromosome 
breakage; cse, chromosome exchange; nor, normal.

Table 5. Frequency of micronuclei from marrow in mice treated with gamma irradiated 
imported orange (0.5 and 1 kGy)1)

Test compound Dose
(mg/kg) No. of mice tested MNPCE/1,000 PCE2)

Saline (0.9%) 10 3.6±1.4
0 kGy 2,000

1,000
500
250

10
10
10
10

3.6±1.0
3.8±1.2
4.0±1.6
4.0±1.4

0.5 kGy 2,000
1,000
500
250

10
10
10
10

4.0±1.0
4.0±1.4
3.8±1.2
3.4±1.2

1 kGy 2,000
1,000
500
250

10
10
10
10

3.7±1.4
3.6±1.0
4.0±1.2
3.8±1.4

MMC3) 2 10 32.4±7.2*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three plates.
2)MNPCE: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 PCE: polychromatic 
erythrocyte.

3)Mitomycin C (positive control).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egative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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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ortality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14 days

Sex Group
(mg/kg) Mortality Days after treatment ALD1) value0 1 2 3 4 5 7 8∼14

Male
0

1,000
2,000

 0/102)

0/10
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0 mg/kg

Female
0

1,000
2,000

0/10
0/10
0/1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0 mg/kg

1)ALD: approximate lethal dose.
2)Number of dead animals/ Total animals.

Table 7. Clinical signs in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14 days

Days Signs
Sex Male Female

Group
(mg/kg) 0 1,000 2,000 0 1,000 2,000

0

Normal
Soft stool
Diarrhea
Soiled perineal 
region

10/101)

0/10
0/10
0/10

10/10
0/10
0/10
0/10

10/10
0/10
0/10
0/10

10/10
0/10
0/10
0/10

10/10
0/10
0/10
0/10

10/10
0/10
0/10
0/10

1∼13 Normal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4 Normal
Terminal sacrifice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0/10

1)Number of animals observed/ Number of animals examined.

Table 8. Body weight changes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14 days

Sex Group
(mg/kg)

Days Gains1) (g)       0 1 3 7 14

Male
0

1,000
2,000

28.40±0.48NS2)

3)

28.28±0.57
28.38±0.87

32.96±1.23N

S

33.18±0.87
33.28±1.13

35.26±1.75N

S

35.38±1.48
35.58±1.62

37.16±2.95N

S

36.50±1.13
36.50±2.26

39.06±4.51N

S

36.85±1.80
38.88±3.23

10.66±4.46N

S

 8.58±1.41
10.50±2.38

Female
0

1,000
2,000

24.26±0.92NS

24.20±1.27
24.03±1.31

28.62±0.93N

S

27.05±0.96
27.18±1.37

28.58±0.88N

S

28.25±1.01
27.68±1.55

29.02±0.63N

S

 28.8±0.34
28.53±1.12

32.26±1.24N

S

31.23±1.73
30.25±2.74

 
8.00±1.74NS

 7.03±1.15
30.25±2.74

1)Weight gains are body weight difference between day 14 and the day 0.
2)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3)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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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Necropsy findings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14 days

Sex Group 
(mg/kg) Fingdings Frequency1)

Male
0

1,000
2,000

No gross findings
No gross findings
No gross findings

10/10
10/10
10/10

Female
0

1,000
2,000

No gross findings
No gross findings
No gross findings

10/10
10/10
10/10

1)Number of animals observed/ Number of animals examined.

Table 10. Hematological test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14 days

Test Units
Sex Male Female

Group
(mg/kg)       0     1,000     2,000       0 1,000 2,000

WBC
NEU
LYM

MONO
EOS

BASO
RBC
Hb

HCT
MCV
MCH

MCHC
RDW
PLT
MPV

K/μL
K/μL
K/μL
K/μL
K/μL
K/μL
M/μL
g/dL

%
fL
pg

g/dL
%

K/μL
fL

 5.01±0.88NS1)2)

  1.59±0.53NS

  3.28±0.67NS

  0.12±0.08NS

  0.02±0.02NS

  0.00±0.01NS

 10.34±0.52NS

 14.62±0.80NS

 60.82±3.41NS

 58.84±1.63NS

 14.16±0.21NS

 24.02±0.49NS

 15.38±0.64NS

653.33±106.91NS

  5.04±0.13NS

  2.58±1.04
  0.79±0.30
  1.74±0.79
  0.05±0.02
  0.01±0.01
  0.01±0.01
 10.37±0.70
 14.37±0.59
 57.27±3.18
 55.13±1.63
 13.18±1.53
 23.88±2.54
 15.08±0.66
648.33±110.29
  4.83±0.22

  3.71±2.16
  1.04±0.54
  2.54±1.54
  0.08±0.07
  0.02±0.03
  0.01±0.01
 10.83±0.50
 14.57±0.97
 59.03±4.72
 54.80±3.09
 13.35±0.44
 24.33±1.14
 15.23±1.14
622.33±139.23
  4.90±0.10

  2.72±0.93NS

  0.43±0.17NS

  2.13±0.81NS

  0.12±0.04NS

  0.02±0.01NS

  0.01±0.01NS

  9.63±0.86NS

 13.80±1.32NS

 59.13±2.65NS

 57.92±4.14NS

 14.32±0.41NS

 24.80±1.16NS

 15.28±0.41NS

652.03±107.45NS

  4.96±0.22NS

  2.89±1.81
  0.47±0.09
  2.96±1.97
  0.10±0.03
  0.03±0.02
  0.03±0.04
 10.02±0.42
 14.30±0.36
 57.68±2.76
 56.55±0.9
 14.03±0.39
 24.83±0.65
 15.20±0.58
524.25±87.73
  4.88±0.28

  2.17±0.99
  0.39±0.16
  1.69±0.86
  0.05±0.02
  0.03±0.03
  0.01±0.03
 10.38±0.38
 14.40±0.52
 57.65±3.91
 55.53±2.17
 13.88±0.33
 25.05±0.82
 15.88±0.88
558.75±125.26
  5.05±0.10

1)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2)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1. Serum biochemistry test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14 
days

Test Units
Sex Male Female

Group
(mg/kg)  0 1,000 2,000 0 1,000 2,000

AST
ALT
ALP
TBIL
GLU

TCHO
TG
TP

ALB
BUN
CRE

U/L
U/L
U/L

mg/dL
mg/dL
mg/dL
mg/dL
g/dL
g/dL

mg/dL
mg/dL

135.60±51.89NS1)2)

54.93±22.21NS

297.60±71.14NS

 0.11±0.03NS

108.80±26.99NS

144.46±19.45NS

207.40±30.16NS 
4.60±0.42NS

3.35±0.32NS

22.41±3.98NS

0.38±0.04NS

140.87±24.29
 70.42±26.45

322.83±126.64  
0.13±0.03

118.13±41.46
122.24±20.75
153.59±32.86 

4.59±0.26
3.32±0.33 

24.94±5.66
0.37±0.05

 86.13±2.75
 37.07±0.66

379.43±91.92
 0.11±0.02

 84.80±17.67
149.42±14.86
205.73±38.00
  4.76±0.09
  3.41±0.15
 23.41±1.67
  0.43±0.01

131.02±27.03NS

36.01±2.38NS

332.21±42.33NS

 0.10±0.02NS

112.03±31.83NS

102.97±13.82NS

152.50±34.64NS

 4.93±0.08NS

 3.57±0.23NS

16.10±2.59NS

 0.36±0.02NS

118.98±27.50
 48.93±24.69
393.12±23.78

 0.10±0.03
 87.40±13.69
 82.83±10.89
164.72±74.84

 4.57±0.17
 3.40±0.24

 16.80±4.11
 0.36±0.02

131.68±35.37
44.82±9.86

326.76±43.88
 0.11±0.04

109.23±14.47
 91.78±18.72
179.28±68.26

 4.92±0.37
 3.53±0.17

 19.50±5.04
 0.36±0.03

1)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2)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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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Mortality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
ma-irradiated orange for 3 months

Sex Group Weeks Mortality1)
1 2 3∼10 11 12 13

Male
Control
0 kGy
1 kG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2
0/12
0/12

Female
Control
0 kGy
1 kGy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12
0/12
0/12

1)Number of dead animals/ Total animals.

Table 13. Clinical signs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3 months

Weeks Signs Sex Male Female
Group Control 0 kGy 1 kGy Control 0 kGy 1 kGy

1 Normal 12/121) 12/12 12/12 12/12 12/12 12/12

2∼12
Normal
Loss of fur
Compound-colored stool

12/12
 0/12
 0/12

12/12
 0/12
 0/12

12/12
 0/12
 0/12

12/12
 0/12
 0/12

12/12
 0/12
 0/12

12/12
 0/12
 0/12

13 Normal
Terminal sacrifice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2/12

1)Number of animals observed/Number of animals examined.

Table 14. Body weight change and food consumption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
ated orange for 3 months

Sex Group Initial body 
weights (g)

Final body 
weights (g)

Body weight gain
(g/d)

Food consumption
(g/d)

Male
Control
0 kGy
1 kGy

37.55±1.66NS1)2)

37.37±1.76
37.58±0.82

56.90±2.26NS

50.75±2.73
53.33±1.59

0.26±0.07NS

0.17±0.05
0.19±0.04

4.36±0.17NS

4.49±0.19
4.41±0.15

Female
Control
0 kGy
1 kGy

29.23±1.27NS

29.28±1.90
29.92±1.45

44.40±3.04NS

43.17±0.19
45.30±1.54

0.23±0.08NS

0.20±0.05
0.20±0.05

3.75±0.32NS

3.94±0.22
3.93±0.20

1)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2)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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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Relative organ weight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3 
months
Rel. organ wt.

(%)1)
Sex Male Female

Group Control 0 kGy 1 kGy Control 0 kGy 1 kGy
Liver 
Spleen 
Kidney-left 
Kidney-right 
Heart 
Lung 

3.74±1.25NS2)3)

0.23±0.09NS

0.61±0.15NS

0.58±0.13NS

0.43±0.11NS

0.44±0.10NS

4.11±0.56
0.28±0.07
0.74±0.10
0.73±0.07
0.47±0.07
0.48±0.03

3.74±0.45
0.25±0.05
0.63±0.16
0.59±0.14
0.40±0.07
0.43±0.05

3.72±0.24NS

0.31±0.04NS

0.45±0.09NS

0.41±0.05NS

0.36±0.08NS

0.48±0.14NS

4.06±0.73
0.41±0.17
0.58±0.16
0.55±0.16
0.44±0.09
0.53±0.18

3.90±0.62
0.34±0.09
0.50±0.11
0.47±0.11
0.36±0.06
0.48±0.12

1)Relative organ weights were expressed as the percentage of organ weights to body weights.
2)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3)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6. Hematological test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3 months

Test Units Sex Male Female
Group Control 0 kGy 1 kGy Control 0 kGy 1 kGy

WBC
NEU
LYM

MONO
EOS

BASO
RBC
Hb

HCT
MCV
MCH

MCHC
RDW
PLT
MPV

K/μL
K/μL
K/μL
K/μL
K/μL
K/μL
M/μL
g/dL

%
fL
pg

g/dL
%

K/μL
fL

  4.93±0.99NS1)2)

  0.81±0.36NS

  2.67±1.01NS

  0.16±0.02NS

  0.02±0.02NS

  0.01±0.01NS

 10.61±0.15NS

 12.33±0.17NS

 54.43±1.40b

 52.50±3.07NS

 12.88±1.30NS

 22.20±1.25b

 16.70±0.57NS

655.33±119.27NS

  5.23±0.35NS

  4.49±1.47
  1.03±0.67
  2.91±1.25
  0.11±0.04
  0.02±0.01
  0.01±0.01
  9.74±2.72
 13.23±3.39
 53.85±3.11a

 51.29±2.55
 13.48±0.42
 26.30±0.92a

 16.81±0.48
701.80±120.99
  4.90±0.43

  3.80±1.18
  1.07±0.48
  2.47±0.83
  0.09±0.06
  0.02±0.01
  0.01±0.01
 10.75±1.01
 14.69±1.33
 55.03±5.86a

 54.39±2.82
 13.58±0.31
 25.20±1.28a

 16.20±0.72
668.75±134.35
  4.68±0.44

  2.38±0.33b

  0.51±0.22NS

  1.71±0.17NS

  0.10±0.05NS

  0.05±0.03NS

  0.03±0.01NS

 10.03±0.52NS

 11.53±1.16b

 50.88±3.07NS

 50.70±1.66NS

 12.73±1.11NS

 22.63±1.03b

 18.18±1.03NS

571.00±74.36NS

  5.08±0.29NS

  3.73±1.03a

  0.63±0.32
  2.13±0.69
  0.10±0.08
  0.02±0.01
  0.01±0.01
 10.74±1.36
 14.53±1.64a

 51.39±6.98
 50.93±4.05
 13.26±0.90
 26.75±1.80a

 17.52±1.02
662.33±12.93
  5.00±0.42

  4.00±0.62a

  1.00±0.32
  2.44±0.49a

  0.10±0.05
  0.02±0.02
  0.02±0.02
 11.01±0.80
 14.90±0.72a

 55.48±2.13
 52.54±2.96
 13.19±0.30
 25.85±1.26a

 17.41±1.17
674.33±128.54
  4.85±0.52

1)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2)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7. Serum biochemistry test of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ma-irradiated orange for 3 
months

Test Units Sex Male Female
Group (mg/kg)    Control     0 kGy     1 kGy       0     1,000     2,000

AST
ALT
ALP
TBIL
GLU

TCHO
TG
TP

ALB
BUN
CRE

U/L
U/L
U/L

mg/dL
mg/dL
mg/dL
mg/dL
g/dL
g/dL

mg/dL
mg/dL

116.72±51.01NS1)2)

 42.38±7.36b

164.03±27.47NS

  0.14±0.01NS

145.85±27.20NS

168.17±72.94NS

122.15±15.44NS

  5.38±0.36NS

  3.47±0.34NS

 22.68±2.22NS

  0.45±0.00NS

172.07±49.62
 75.11±21.59a

159.54±25.60
  0.16±0.04
122.61±27.77
167.94±34.70
101.72±27.14
  5.02±0.19
  3.21±0.27
 22.84±5.15
  0.41±0.07

171.17±32.24
 77.47±14.84a

159.76±28.42
  0.17±0.05
121.43±15.04
175.11±31.67
111.00±17.87
  5.12±0.41
  3.38±0.34
 22.40±3.59
  0.44±0.05

145.77±32.10NS

 48.80±15.21NS

201.16±21.02NS

  0.10±0.02NS

111.79±11.62NS

 95.15±20.02NS

 77.66±10.65NS

  5.15±0.61NS

  3.68±0.25NS

 16.79±2.49NS

  0.45±0.04NS

151.28±31.12
 50.00±15.14
174.18±36.58
  0.11±0.02
106.40±18.09
 92.73±34.24
 77.80±25.33
  5.01±0.53
  3.41±0.38
 20.50±5.00
  0.42±0.04

155.89±30.60
 50.63±18.71
173.49±27.86
  0.11±0.02
108.40±16.06
 96.87±18.87
 77.61±27.67
  5.00±0.42
  3.39±0.23
 19.34±2.59
  0.43±0.05

1)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2)Not significa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276 -

                                      Male

          Control                     0 kGy                       1 kGy

                                     Female

          Control                     0 kGy                       1 kGy

Fig. 1. Histopathological examina-
tion of liver in the ICR mice ad-
ministered with 1 kGy gamma-ir-
radiated orange for 3 months, 
×20.

                                      Male

          Control                     0 kGy                       1 kGy

                                     Female

          Control                     0 kGy                       1 kGy

Fig. 2. Histopathological examina-
tion of kidney in the ICR mice 
administered with 1 kGy gam-
ma-irradiated orange for 3 
months, ×20.

마. 수입과실(오렌지)의 방사선 조사처리 확인시험법 확립 (제 1세부 위탁 4, 경북대학교)

1. 재료 및 방법

가. 재료

수입 오렌지인 미국산 Navel 품종(88과/18 kg)을 대구의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였다. 투명한 

비닐 덮개를 지닌 종이상자(36×24×11 cm)에 10개씩 단층으로 포장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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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ackage of oranges, grapefruits, and mandarin oranges for irradiation and storage.

나. 이온화 에너지 처리 및 저장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조사시설(100 kCi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Canada)을, 전자선 및 엑스선 조사는 EB-Tech(주)의 

electron accelerator(ELV-4, 10 MeV, Fujifilm, Tokyo, Japan)를 이용하였다. 시료에 대해 0-2

kGy 선량으로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를 처리하였고, 흡수선량의 확인을 위해 alanine

dosimeter(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여 ESR spectrometer(Bruker

EMS 104 EPR analyzer)에서 조사 후 생성되는 free radical을 측정하였다. 한편 수입 오렌지에 

대한 처리선원 및 저장조건이 발광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암실저온 

(4±1℃), 암실상온 (20±1℃), 형광상온(200±5 Lux, 20±1℃) 및 간접채광 조건에서 30일 동안 보

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다. 광 자극발광(PSL) 분석

PSL 분석은 EN 및 MFDS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과일의 껍질을 분리하고 약 0.3×0.3

cm 크기로 세절한 후 1회용 페트리디쉬(Φ 50 mm)에 고르게 펼쳐 담아 밀봉하였다. 암실조건

에서 PSL screening system(serial 0021, Scottish universities research and reactor center,

Glasgow, U.K)의 챔버에 페트리디쉬를 넣고 60초 동안 방출되는 PSL 광자수(1st PSL)를 측정

하였다. 측정 결과의 판정을 위해 광자수가 700 PCs 미만이면 음성시료(Negative, N)로, 5,000

PCs 초과이면 양성시료(Positive, P)로, 700 및 5,000 PCs 사이 값을 나타내면 중간시료

(Intermediate, I)로 판정하였다. 한편 측정이 완료된 시료는 다시 1 kGy 선량으로 조사한 후 

PSL 광자수(2nd PSL)를 측정하였고, PSL ratio(2nd PSL/1st PSL)를 확인하였다.

라. 열 발광(TL) 분석

과일에서 광물질을 분리하기 위하여 125 ㎛ nylon sieve 위에서 과일의 표면을 증류수로 씻

은 후 여과된 증류수를 일정시간 정치하여 침전물을 모았다. 여기에 비중 2.0 g/cm3의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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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tungstate 용액을 첨가하여 유기물을 제거하고, 1 N HCl 로 carbonate를 제거한 후 1 N

NH4OH로 중화하였다. 광물질을 증류수와 아세톤으로 세척한 후 건조시키고, 측정용기에 옮긴 

뒤 50℃ 건조기에서 16시간 예열한 후 TLD system(Harshaw 4500, Waltham, MA, USA)을 사

용하여 암실조건에서 TL1을 측정하였다. 한편 측정이 완료된 시료는 다시 1 kGy 선량으로 조

사한 후 TL2를 측정하였고, TL ratio(TL1/TL2)를 확인하였다.

마. 광물질 조성 확인

오렌지에서 분리된 광물질의 분석을 위해 X-ray diffractometer (XRD) 및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er spectroscopy(SEM/EDX)를 측정하였다. 광물질 조성 확인을 위한 XRD(MP

XRD, X’Pert Pro, PANalytical, Almelo, The Netherlands) 측정조건은 X’celerator (ultra fast)

detector, 0-60 degrees scan angle, 11.9 degrees/s scan rate, gonio scan axis, continuous scan

mode, 1.540589 Å wavelength, 60oθ at a 2oθ scan range였다. XRD spectra는 reference data

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광물질의 원소 조성을 확인하기 위한 SEM/EDX 측정은 광물질의 코

팅 후 15 kV의 가속전압으로 현미경(S4300, Hitaci Co., Tokyo, Japan)을 통해 관찰되었다.

바. 전자스핀공명 분석

오렌지의 ESR 측정을 위해 과피, 과육, 씨로 분리한 다음 약 0.5×0.5 cm 크기로 잘라 다음 

네 가지의 방법으로 건조하였다.

§ 동결건조(Freeze Drying, FD): Yordanov 등의 방법에 따라 진공동결건조기(Bondiro, Ilsin

Bio Base, Yangju, Gyeonggi, Korea)에서 24시간동안 건조하였다.

§ 세척건조(Water-Extraction and Drying, WED): de Jesus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 20

g을 증류수 100 mL와 혼합한 후 10분간 초음파 처리하였다. 시료를 압착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50℃ 오븐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 에탄올건조(Ethanol-Extraction and Drying, EED): de Jesus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 20

g을 50% 혹은 100% ethyl alcohol 100 mL와 혼합한 후 10분간 초음파 처리하였다. 시료를 

압착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50℃ 오븐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 세척알콜건조(Water- and Ethanol-Extraction and Drying, WEED): de Jesus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시료 20 g을 증류수 100 mL와 혼합한 후 10분간 초음파 처리하였다. 용매를 

제거하고 다시 100% ethyl alcohol 100 mL와 혼합한 후 10분간 초음파 처리하였다. 시료를 

압착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50℃ 오븐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시료를 막자사발로 분쇄하고 20 mesh의 체를 이용하여 입자를 균일하게 한 후 내경 



- 279 -

3.7 mm의 pyrex ESR tube에 충진하여 ESR 분석에 사용하였다. ESR signal은 CEN에 제시된 

방법으로 X-band ESR spectrometer(JES-TE300, Jeol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3

회 반복 측정하였다. 측정조건은 microwave power, 0.4 mW; microwave frequency, 9.18

GHz; center magnetic field, 324±2 mT; sweep width, 15-25 mT; modulation frequency, 100

kHz; modulation width, 0.79-1 mT; amplitude, 790-1000; sweep time, 30 s; 및 time constant,

0.03 s 등으로 하였다.

사. 수분 함량 및 총 식이섬유 함량 측정

과일의 부위 및 건조방법에 따른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항량을 구한 용기에 시료 약 1 g을 

취하여 105℃에서 24시간 건조 후 그 무게를 측정하였다. 식이섬유 분석은 AOAC의 방법에 준

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시료 0.1 g에 증류수 50 mL를 첨가하고 0.1 N NaOH를 사용하

여 pH를 6.0으로 조정한 후 α-amylase 0.1 mL를 첨가하고 100℃에서 30분간 가열 후 방냉하

였다. 여기에 0.1 N NaOH를 사용하여 pH를 7.5로 조정한 후 protease 0.005 g을 첨가하고 6

0℃에서 30분간 가열 후 방냉하였다. 다시 0.1 N HCl을 사용하여 pH를 4.5로 조정하고 

amyloglucosidase 0.1 mL를 첨가한 후 60℃에서 30분간 가열 및 방냉하였다. 한편 유리여과기

에 celite 1.0 g을 첨가하여 105℃에서 하룻밤 건조시켜 항량을 구한 후 총 식이섬유 측정에 사

용하였다. 총 식이섬유 함량 측정을 위해 효소 혼합액에 미리 60℃로 맞추어 둔 4배의 95%

ethyl alcohol을 가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하여 침전물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한편 유리여

과기의 celite를 78% ethyl alcohol로 가라앉힌 후 효소 혼합액을 여과시키고 78% ethyl

alcohol , 95% ethyl alcohol 및 acetone 순으로 각각 10 mL씩 2회 세척하였다. 침전물이 들어

있는 유리여과기는 105℃에서 건조시키고 항량을 구하였다.

아. 미지시료에 대한 validation 시험 

(1) 재료 및 이온화 에너지 처리

수입오렌지의 이온화 에너지 처리여부 확인을 위한 발광분석법과 유리기분석법의 확립 및 

제고를 위하여 미지시료를 대상으로 각 분석방법의 Interlaboratory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수

입오렌지 중 미국산 Navel 품종을 대구 도매시장에서 구매하였고, 과일은 투명한 비닐 덮개를 

지닌 종이상자(36×24×11 cm)에 10개씩 단층으로 담아 포장하였다. 감마선 처리는 한국원자력

연구원의 조사시설을 이용하였다. 시료에 대해 0, 0.4, 1 kGy 선량으로 각각의 이온화 에너지

를 처리하였고, 흡수선량의 확인을 위해 alanine dosimeter를 이용하여 ESR spectrometer에서 

조사 후 생성되는 free radical을 측정하였다. Interlaboratory 검증시험을 위해 3가지 선량 중

임의로 선택한 시료에 O-1, O-2, O-3, O-4, O-5, O-6과 같이 표기하여 총 6개의 미지시료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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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였다.

(2) 기관 및 기기

수입오렌지의 이온화 에너지 처리여부 확인을 위한 Interlaboratory 검증시험을 위해 발광분

석법인 광자극발광분석법 및 열발광분석법, 유리기분석법인 전자스핀공명분석법을 선택하였다.

경북대학교(KNU)를 포함한 한국원자력원구원(KAERI), N company의 3개 기관을 검증기관으

로 선택하였고, 각 기관에서 분석에 이용한 기기는 Table 1과 같다. 오렌지 미지시료는 

Interlaboratory 검증시험을 위해 경북대학교에서 설정한 분석방법을 첨부하여 각 기관으로 전

달하였다.

Table 1. Instrument specification used for interlaboratory trials of oranges in 3 institute.

Institute Experiment Instrument

KNU PSL Serial 0021, Scottish Universities Research and Reactor Center,
Glasgow, U.K.

TL Harshaw 450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

ESR JES-TE 300, Jeol Co., Tokyo, Japan

KAERI PSL Serial 0021, Scottish Universities Research and Reactor Center,
Glasgow, U.K.

TL TL/OSL-DA-20, Risø National Lab, Roskilde, Denmark

ESR JES-TE 300, Jeol Co., Tokyo, Japan

N
company

PSL Serial 0021, Scottish Universities Research and Reactor Center,
Glasgow, U.K.

TL Harshaw 3500,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

ESR Miniscope MS 400, Magnet tech Co., Berlin, Germany

(3) Validation 평가방법

오렌지 미지시료에 대한 발광분석 및 전자스핀공명분석 결과를 위양성(false positive)과 위음

성(false negative)의 비율(%)로 평가하여 이 값이 20% 이하일 경우 밸리데이션 된 것으로 평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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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및 고찰

가. 발광특성을 이용한 조사여부 판별 및 선원에 따른 특성 확인

(1) 조사선원에 따른 광 자극발광 특성 확인

수입오렌지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처리 시 선원 및 선량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

마선, 전자선 및 엑스선을 사용하여 0-2 kGy 범위로 처리 후 광 발광 특성을 확인하였다(Fig.

2). 오렌지 껍질에 대한 PSL 분석 결과, 비 조사시료의 광자수는 502±97 PCs 범위로 측정되어 

700 PCs 이하의 음성(N) 값을 나타내었다. 조사시료의 경우 763-3,169 PCs 범위로 측정되었으

나 이는 모두 700-5,000 PCs 범위의 중간 값(I)을 나타내어 오렌지의 경우 PSL 분석을 통한 조

사여부의 판별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입오렌지의 경우 수분 증발을 막고 광택을 내기 

위해 과일의 표면에 왁스를 입히는데 이와 같은 처리가 광물질 오염의 기회를 낮추어 광 자극

발광법의 적용 가능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모든 선원에서 조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신호강도가 증가하였고 전반적인 신호의 세기

는 감마선>전자선>엑스선의 순으로 확인되었다(Fig. 2). 조사선량 및 신호강도에 대한 이들의 

상관관계(R2)는 감마선 0.9996, 전자선 0.9988, 엑스선 0.9138로 확인되어 모든 선원에서 선량과 

강도는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 PSL response of oranges irradiated with different ionizing radiations (N=negative:

less than 700 PCs, P=positive: more than 5,000 PCs, I=intermediate: between 700 and 5,000 PCs).

1차 PSL 측정이 완료된 오렌지 껍질에 대해 1 kGy로 재조사한 후 calibrated PSL을 측정한 

결과(Table 2), 감마선 조사시료는 0.5 kGy 이상의 시료에서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된 

시료의 판별이 가능하였다. 한편, 전자선 조사시료의 경우 1.0 kGy 이상의 시료에서, 엑스선 

조사시료의 경우 2.0 kGy 시료에서만 조사시료의 판별 가능하였다. 이상의 결과, PSL ratio를 

사용한 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은 감마선 처리 시료에서만 적용 가능하였으나, 오렌지의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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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함량이 적어 민감도가 낮은 영향을 고려한다면 선원에 따른 단순한 비교가 아닌 광물질의 

순도 및 함량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 PSL ratio of oranges irradiated with different ionizing radiations

Ir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0.5 1.0 2.0

Gamma-ray 14.64±1.621) 4.07±0.19 6.63±0.03 7.44±0.25

Electron beam 14.64±1.62 14.34±3.06 6.33±1.41 3.37±1.62

X-ray 14.64±1.62 17.42±5.51 10.47±2.23 4.22±2.13

1)PSL ratio > 10: non-irradiated, PSL ratio < 10: irradiated.

(2) 조사처리 후 저장에 따른 광 자극발광 특성 확인

(가) 저장온도에 따른 영향 확인

수입오렌지에 대한 광 자극발광 측정에 있어 저장온도에 따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4 및 20℃ 암실에서 6주간 보관하며 광자수를 측정하였다(Table 3). 이온화 에너지 처리가 되

지 않은 시료의 경우 저장 0주차에 비해 3주차에 39.44% (4℃) 및 52.78% (20℃)의 감소를 나

타내어 4℃ 저온시료가 저장에 안정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저장 6주차에는 모두 54.18% (

4℃) 및 50.39% (20℃)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조사선원에 따른 특성 확인 결과, 감마선 조사시

료의 경우 78.22-78.60%, 전자선 시료의 경우 52.79-61.56%, 엑스선의 경우 50.34-54.16%의 감소

를 나타내어, 수입오렌지의 광자수는 6주 저장 후 50% 이상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감마선 처리 시료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저장온도가 광자수 세기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한 결과, 저장 3주까지는 저온 시료에 비해 상온 시료에서 감소율이 높았으나 저장 6주

에는 온도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283 -

Table 3. Stability in PSL intensity of irradiated oranges according to the storage

temperature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for 6 weeks

Ir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temp.
(℃)

Storage period (week)

0 3 6

PCs1) PCs I.R.2) (%) PCs I.R. (%)

None 0 4 502±97 304±99 -39.44 230±49 -54.18

20 237±31 -52.78 249±22 -50.39

Gamma-ray 2 4 3,169±262 2,562±187 -19.15 690±533 -78.22

20 2,114±747 -33.29 678±194 -78.60

E-beam 2 4 2,771±956 1,327±528 -52.11 1,308±223 -52.79

20 1,683±286 -39.26 1,065±278 -61.56

X-ray 2 4 2,149±641 1,659±427 -22.80 1,067±442 -50.34

20 1,235±56 -42.53 985±299 -54.16

1)N=negative: less than 700 PCs.

P=positive: more than 5,000 PCs.

I=intermediate: between 700 and 5,000 PCs.
2)Increasing rate compared with the intensity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using each irradiation

source.

(나) 광 노출에 따른 영향 확인

수입오렌지에 대한 광 자극발광 측정에 있어 광 노출에 따른 안정성 확인을 위해 시료를 암

실, 형광 및 일광 조건에서 6주간 보관 후 광자수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4). 이온화 에너지 

처리가 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 저장 0주차에 비해 3주차에 52.78% (암실 20℃), 56.77% (형광 

20℃) 및 50.70% (간접채광)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이는 저장 6주차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

되었다. 조사선원에 따른 특성 확인 결과, 감마선 조사시료의 경우 78.60-89.71%, 전자선 시료

의 경우 61.56-90.83%, 엑스선 시료의 경우 54.16-86.83%의 감소를 나타내어, 수입오렌지의 광자

수는 6주 저장 후 최고 9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원에 따른 큰 차이

는 나타내지 않았다. 저장 중 빛에 대한 노출이 광자수 세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 암

실 20℃의 경우 33.29-78.60%, 형광 20℃의 경우 42.07-91.73%, 간접채광의 경우 76.75-90.18%의 

감소를 나타내어, 형광 및 간접채광의 빛 노출 조건이 광자수의 안정성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84 -

Table 4. Stability in PSL intensity of irradiated oranges according to the light exposure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for 6 weeks

Ir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Light
exposure1)

Storage period (week)

0 3 6

PCs2) PCs I.R.3) (%) PCs I.R. (%)

None 0 D 502±97 237±31 -52.78 249±22 -50.39

FL 217±48 -56.77 259±85 -48.40

INL 247±45 -50.70 270±31 -46.21

Gamma-ray 2 D 3,169±262 2,114±747 -33.29 678±194 -78.60

FL 262±84 -91.73 359±61 -88.67

INL 311±17 -90.18 326±49 -89.71

E-beam 2 D 2,771±956 1,683±286 -39.26 1,065±278 -61.56

FL 1,605±22 -42.07 254±53 -90.83

INL 644±51 -76.75 300±102 -89.17

X-ray 2 D 2,149±641 1,235±56 -42.53 985±299 -54.16

FL 264±98 -87.71 283±136 -86.83

INL 431±99 -79.94 297±56 -86.17

1)D: Dark (20℃), FL: Fluorescent light (20℃), INL: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2)N=negative: less than 700 PCs.

P=positive: more than 5,000 PCs.

I=intermediate: between 700 and 5,000 PCs.
3)Increasing rate compared with the intensity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using each irradiation

source.

(다) 조사선원에 따른 영향 확인

수입오렌지에 대한 광 자극발광 측정에 있어 조사선원 및 저장조건에 따른 안정성 확인을 

위해 0-2 kGy 선량으로 조사된 시료를 암실 4℃ 및 간접채광 조건에서 6주간 보관하며 광자수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5). 이온화 에너지 처리가 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 6주의 저장기간 동

안 저장 0주차에 비해 39.44-54.18% (암실 4℃) 및 46.21-50.79% (간접채광)의 감소를 나타내었

다. 조사선원에 따른 특성 확인 결과, 감마선 조사시료의 경우 19.15-91.18%, 전자선 시료의 경

우 22.47-89.17%, 엑스선 시료의 경우 22.80-86.17%의 감소를 나타내어, 이온화 에너지 처리가 

되지 않은 시료에 비해 감소율이 더 높게 확인되었고, 감마선 조사시료에서 비교적 높은 감소

율을 나타내었다. 각 이온화 에너지의 조사선량이 저장 중 광자수 세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한 결과, 0.5 kGy의 경우 24.63-89.31%, 1.0 kGy의 경우 22.47-90.73%, 2.0 kGy의 경우 

19.15-91.18%의 감소를 나타내어, 조사선량이 높을수록 저장 중 광자수 감소율이 다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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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5. Stability in PSL intensity of irradiated oranges according to the radiation source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for 6 weeks

Irradiation
source

Storage
conditions1)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week)

0 3 6

PCs2) PCs I.R.2) (%) PCs I.R. (%)

None D 0 502±97 304±99 -39.44 230±49 -54.18

INL 0 247±45 -50.79 270±31 -46.21

Gamma-ray D 0.5 2,013±699 1,134±236 -43.66 343±36 -82.96

1.0 3,033±516 2,015±110 -33.56 595±164 -80.38

2.0 3,169±262 2,562±187 -19.15 690±533 -78.22

INL 0.5 339±63 -83.15 215±159 -89.31

1.0 304±110 -89.97 281±97 -90.73

2.0 311±17 -91.18 326±49 -89.71

E-beam D 0.5 763±110 514±103 -32.63 575±73 -24.63

1.0 1,335±320 1,035±430 -22.47 1,551±205 16.17

2.0 2,771±956 1,327±528 -52.11 1,308±223 -52.79

INL 0.5 469±236 -38.53 329±78 -43.12

1.0 444±68 -66.74 303±44 -77.30

2.0 644±51 -76.75 300±102 -89.17

X-ray D 0.5 988±164 539±106 -45.44 437±75 -55.76

1.0 781±53 523±216 -33.03 433±114 -44.55

2.0 2,149±641 1,659±427 -22.80 1,067±442 -50.34

INL 0.5 388±140 -60.72 311±84 -68.52

1.0 311±34 -60.17 264±28 -66.19

2.0 431±99 -79.94 297±56 -86.17

1)D: Dark (4℃), INL: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2)N=negative: less than 700 PCs.

P=positive: more than 5,000 PCs.

I=intermediate: between 700 and 5,000 PCs.
3)Increasing rate compared with the intensity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using each irradiation

source.

(라) 저장에 따른 PSL ratio 비교

수입오렌지에 대한 광 자극발광 측정에 있어 조사선원 및 저장조건에 따른 PSL ratio 비교를 

위해 0-2 kGy 선량으로 조사된 시료를 암실 4℃, 암실 20℃, 형광 20℃ 및 간접채광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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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주간 보관하며 ratio 변화를 측정하였다(Table 6). 이온화 에너지 처리가 되지 않은 시료의 경

우 조사 직후 14.64의 값을 나타내어 비 조사시료로 확인 가능하였고 이는 저장 6주까지 유지

되었다. 한편 암실 4℃, 형광 20℃ 및 간접채광 조건에서 6주 동안 저장된 시료는 저장 초기에 

비해 ratio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여전히 비 조사시료로 확인 가능하였다. 이온화 에너지 처리 

직후 조사선원에 따른 특성 확인 결과, 감마선 조사시료의 경우 0.5-2 kGy 조사시료에서, 전자

선 시료의 경우 1 및 2 kGy 시료에서, 엑스선 시료의 경우 2 kGy 시료에서 조사 여부의 확인

이 가능하여, 감마선 조사시료에서 PSL ratio의 적용 가능성이 비교적 높게 확인되었다. 한편 

암실 4 및 20℃ 저장 시료의 경우 PSL ratio 적용이 저장 3주까지 가능하였으나, 빛에 노출된 

시료의 경우 조사시료에서도 모두 비 조사시료의 수치를 나타내어 형광 및 햇빛에 노출된 시

료는 PSL 방법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었다. 저장 6주 후에는 감마선 및 엑스선이 처

리된 일부 시료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료에서 조사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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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PSL ratios of oranges according to radiation sources and different

storage conditions

Irradiation
source

Storage
conditions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week)

0 3 6

None Dark (4℃) 0 14.64±1.621) 13.19±11.57 18.68±5.95

Dark (20℃) 0 29.33±0.16 19.40±4.49

Fluorescent light (20℃) 0 26.34±4.54 26.44±13.65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0 23.60±1.88 25.85±4.75

Gamma-
ray

Dark (4℃) 0.5 4.07±0.19 5.18±0.80 17.32±3.43

1.0 6.63±0.03 3.93±0.71 11.16±6.22

2.0 7.44±0.25 2.17±0.57 8.71±4.08

Dark (20℃) 2.0 6.45±7.17 9.89±0.33

Fluorescent light (20℃) 2.0 24.19±8.27 22.23±8.09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0.5 14.54±3.57 33.24±29.01

1.0 35.85±20.45 39.47±17.33

2.0 25.40±2.13 12.53±1.08

E-beam Dark (4℃) 0.5 14.34±3.06 13.22±5.01 30.53±16.43

1.0 6.33±1.41 9.79±1.06 13.72±5.92

2.0 3.37±1.62 5.50±0.62 16.23±8.95

Dark (20℃) 2.0 5.08±1.65 10.85±5.75

Fluorescent light (20℃) 2.0 5.80±0.18 60.63±11.39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0.5 49.29±41.80 37.96±10.52

1.0 46.68±6.52 43.21±21.31

2.0 12.83±2.53 25.14±0.56

X-ray Dark (4℃) 0.5 17.42±5.51 12.31±2.66 14.93±2.96

1.0 10.47±2.23 15.40±9.85 22.74±13.17

2.0 4.22±2.13 5.12±2.13 11.37±6.26

Dark (20℃) 2.0 6.46±2.43 7.01±1.46

Fluorescent light (20℃) 2.0 19.02±9.63 40.70±21.85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0.5 58.48±29.89 33.34±13.94

1.0 29.85±21.26 69.91±14.53

2.0 24.05±12.83 20.07±4.94

1)PSL ratio > 10: non-irradiated, PSL ratio < 10: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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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선원에 따른 열 발광 특성 확인

수입오렌지에서 분리된 silicate mineral에 대해 조사선원 및 선량에 따른 glow curve를 비교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비 조사시료의 경우 250-300℃ 범위에서 발생한 피크가 온도의 증가

와 함께 증가하는 모양을 나타내어 약 400℃ 근처에서 최고 피크를 나타내었고 그 강도는 1.0

a.u. 이하였다. 한편 조사시료의 경우 150-200℃ 범위에서 가장 높은 피크를 나타내었고, 신호

의 강도는 선량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조사선원에 따른 glow curve를 비교

한 결과, 모양 및 온도범위는 선원에 따른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신호의 강도는 엑스선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마선과 전자선은 유사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선량과 신호강도에 

따른 상관관계(R2)는 감마선 0.9999, 전자선 0.9993, 엑스선 0.9999로 나타나 세 가지 선원 모두 

조사선량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

Fig. 3. TL glow curve of silicate minerals separated from oranges irradiated with

different ionizing rad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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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L reponses of oranges irradiated with different ionizing radiations.

오렌지로부터 분리된 광물질에 대해 조사선원 및 선량에 따른 TL ratio를 비교하였다(Table

7). 비 조사시료는 0.0023±0.0010 범위로 확인되었고, 이는 비 조사시료에 대한 EN 및 식품공

전에서의 공통 기준인 0.1 이하를 만족하는 수준이었다. 조사시료는 감마선의 경우 

0.3372-1.5454, 전자선의 경우 0.2023-0.6285, 엑스선의 경우 0.2216-1.1920 범위로 확인되었고, 이

는 조사시료에 대한 식품공전 기준인 0.1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다. 한편 조사선원에 따

른 ratio는 모든 선량에서 감마선>엑스선>전자선 순으로 확인되었다.

Table 7. TL ratio of silicate minerals separated from oranges according to the irradiation

source and dose

Ir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0 0.5 1.0 2.0

Gamma-ray 0.0015±0.00051) 0.3372±0.0601 0.6426±0.0674 1.5454±0.1967

Electron beam 0.0015±0.0005 0.2023±0.0134 0.3989±0.0626 0.6285±0.0239

X-ray 0.0015±0.0005 0.2216±0.0232 0.3536±0.0942 1.1920±0.0676

1)TL ratio < 0.1: non-irradiated, TL ratio > 0.1: irradiated.

(4) 조사처리 후 저장에 따른 열 발광 특성 확인

(가) 저장온도에 따른 영향 확인

수입오렌지에 대한 열 발광 측정에서 저장온도에 따른 안정성 확인을 위해 시료를 4 및 2

0℃에서 6주간 보관하며 glow curve를 측정한 후 신호강도를 비교하였다(Table 8 및 Fig. 5).

저장초기 비 조사시료의 신호세기에 비해 감마선, 전자선 및 엑스선으로 처리한 시료의 신호세

기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이는 저장 6주 후 모두 1.97-81.97%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특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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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온도가 높을수록 감소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선원에 따른 비교에서 

전자선 처리 시료가 온도에 따른 민감도가 낮아 저장에 대해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

었다.

Table 8. Stability in TL intensity of irradiated oranges according to the storage

temperature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for 6 weeks

Ir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temp. (℃)

Storage period (week)
I.R.1) (%)

0 6

None 0 4 1.52±0.06 1.49±0.35 -1.97

20 - 1.21±0.19 -20.39

Gamma-ray 2 4 104.66±2.74 62.04±29.47 -40.72

20 - 34.41±0.29 -67.12

E-beam 2 4 104.82±10.17 73.17±4.29 -30.19

20 - 77.59±16.42 -25.97

X-ray 2 4 175.29±5.60 59.60±5.37 -65.99

20 - 31.60±9.62 -81.97

1)Increasing rate compared with the intensity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using each irradiation

source.

Fig. 5.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oranges according to the storage temperature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for 6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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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 노출에 따른 영향 확인

수입오렌지에 대한 열 발광 측정에 있어 광 노출에 따른 안정성 확인을 위해 시료를 암실,

형광 및 간접채광 조건에서 6주간 보관 후 강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9 및 Fig. 6). 각각

의 선원을 이용해 2 kGy 선량으로 처리한 시료 중 빛에 노출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도 저장에 

따라 신호세기의 감소를 나타내었고, 이들 중 전자선 처리 시료는 가장 안정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형광 및 간접채광 조건에서 보관된 시료 역시 저장기간 동안 신호강도에서 감소를 나

타내었고, 이상의 결과 오렌지의 경우 6주의 기간 동안 빛에 대한 노출은 신호강도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감마선 및 전자선 조사 시료의 경우 간접채광보다 형

광에 좀 더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9. Stability in TL intensity of irradiated oranges according to the light exposure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for 6 weeks

Irradiation
source

Irradiation dose
(kGy)

Light
exposure1)

Storage period (week)
I.R.2) (%)

0 6

None 0 D 1.52±0.06 1.21±0.19 -20.39

FL - 1.17±0.02 -23.02

INL - 1.60±0.45 5.26

Gamma-ray 2 D 104.66±2.74 34.41±0.29 -67.12

FL - 9.48±5.19 -90.94

INL - 34.18±7.25 -67.34

E-beam 2 D 104.82±10.17 77.59±16.42 -25.97

FL - 14.21±0.58 -86.44

INL - 31.38±0.14 -70.06

X-ray 2 D 175.29±5.60 31.60±9.62 -81.97

FL - 54.62±11.06 -68.84

INL - 30.40±10.18 -82.65

1)D: Dark (20℃), FL: Fluorescent light (20℃), INL: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2)Increasing rate compared with the intensity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using each irradiation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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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L glow curves of irradiated oranges according to the storage temperature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for 6 weeks [D: Dark (20℃), FL: Fluorescent light (20℃), INL: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다) 조사선원에 따른 영향 확인

수입오렌지에 대한 열 발광 측정에 있어 조사선원 및 저장조건에 따른 안정성 확인을 위해 

0-2 kGy 선량으로 조사된 시료를 암실 4℃ 및 간접채광 조건에서 6주간 보관하면서 강도 변화

를 측정하였다(Table 10). 선원에 관계없이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6주 저장 후 신호세기의 감

소가 크게 나타났고, 암실 4℃ 조건에 비해 간접채광 조건에서 신호의 감소가 비교적 뚜렷하였

다. 한편 오렌지의 경우 조사선원으로 감마선을 사용하는 것이 신호 유지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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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Stability in TL intensity of irradiated oranges according to the radiation source

during post-irradiation storage for 6 weeks

Irradiation
source

Storage
conditions1)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week)
I.R. (%)

0 6

None D 0 1.52±0.06 1.49±0.35 -1.97

INL 0 - 1.60±0.45 5.26

Gamma-ray D 0.5 19.80±0.12 25.36±0.36 28.08

1.0 44.35±3.07 42.17±1.37 -4.91

2.0 104.66±2.74 84.97±2.95 -18.81

INL 0.5 - 17.49±0.28 -11.66

1.0 - 33.57±1.65 -24.30

2.0 - 34.18±7.25 -67.34

E-beam D 0.5 13.74±0.14 9.32±2.15 -32.16

1.0 39.04±1.24 27.80±6.51 -28.79

2.0 104.82±4.38 73.17±4.29 -30.19

INL 0.5 - 13.40±3.58 -2.47

1.0 - 19.20±2.26 -50.81

2.0 - 31.38±5.47 -70.06

X-ray D 0.5 53.72±4.74 17.47±5.46 -67.47

1.0 98.88±5.29 41.16±5.60 -58.37

2.0 175.29±7.96 59.60±5.37 -65.99

INL 0.5 - 16.81±8.47 -68.70

1.0 - 14.15±4.88 -85.68

2.0 - 30.40±10.18 -82.65

1)D: Dark (4℃), N: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2)Increasing rate compared with the intensity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using each irradiation

source.

(라) 저장에 따른 TL ratio 비교

수입오렌지에 대한 열 발광 측정에 있어 조사선량 및 저장조건에 따른 TL ratio 변화를 측정

하였다(Table 11). 비 조사시료의 경우 저장조건 및 기간에 상관없이 모두 기준(0.1 이하)에 만

족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조사시료의 경우 선원에 관계없이 조사판정의 기준인 0.1 이상의 값

을 나타내었고,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ratio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형광 및 간

접채광 조건에서 보관된 시료의 경우 전체적인 ratio 값이 암실 보관 시료에 비해 감소하였으

나 대부분의 시료에서 저장동안 조사여부 판정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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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nges in TL ratio of oranges according to the irradiation and storage

condition for 6 weeks

Irradiation
source

Storage
conditions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week)

0 6

None Dark (4℃) 0 0.0015±0.0005 0.0046±0.0022

Dark (20℃) 0 - 0.0048±0.0045

Fluorescent light (20℃) 0 - 0.0117±0.0015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0 - 0.0063±0.0033

Gamma-
ray

Dark (4℃) 0.5 0.3372±0.601 0.7935±0.1112

1.0 0.6426±0.0674 1.1565±0.1113

2.0 1.5454±0.1967 1.9305±0.1914

Dark (20℃) 2.0 - 2.4191±0.0202

Fluorescent light (20℃) 2.0 - 0.6168±0.3942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0.5 - 0.5937±0.0590

1.0 - 0.6966±0.0765

2.0 - 0.8703±0.0043

E-beam Dark (4℃) 0.5 0.2023±0.0134 0.2611±0.0265

1.0 0.3989±0.0626 0.5128±0.0829

2.0 0.6285±0.0239 0.9697±0.2375

Dark (20℃) 2.0 - 1.0351±0.0653

Fluorescent light (20℃) 2.0 - 0.4602±0.2016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0.5 - 0.3387±0.0191

1.0 - 0.6334±0.0891

2.0 - 0.1011±0.0074

X-ray Dark (4℃) 0.5 0.2216±0.0232 0.3463±0.0404

1.0 0.3536±0.0942 0.8813±0.0087

2.0 1.1920±0.0676 1.3452±0.2180

Dark (20℃) 2.0 - 1.0088±0.1122

Fluorescent light (20℃) 2.0 - 0.7494±0.1239

Indirect natural light (ambient) 0.5 - 0.2094±0.0432

1.0 - 0.3678±0.0064

2.0 - 0.7239±0.0817

1)TL ratio < 0.1: non-irradiated, TL ratio > 0.1: irradi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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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rker 광물질의 발광 특성

(가) 오렌지의 광물질 분리 및 조성 확인

XRD 분석에 필요한 광물질의 분리를 위해 오렌지 표면을 물로 세척하여 분석에 필요한 양

(약 0.3 g)을 획득하였다. Fig. 7은 시료에서 분리된 광물질의 미네랄 조성을 나타낸다. XRD 분

석에서 석영(quartz) 및 장석(calcium-feldspar)은 오렌지 광물질의 주요 성분으로 확인되었다.

식품을 통해 분리될 수 있는 광물질은 석영(SiO2), 장석(KAlSi3O8), 탄산염(H2CO3), 점토광물

(clay mineral) 등이 있다. 이들 중 석영 및 작성은 토양 유래 식품에 주로 포함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질은 이온화 에너지가 결정체 격자에 노출됨에 따라 조사량이 기록되어 선량 측정이 

가능하다. XRD 분석을 통한 오렌지 표면 광물질 분석 결과 석영 42% 및 장석 58% 비율로 구

성되어 있었다. 오렌지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광물질은 Fig. 7에 나타난 SEM image와 같다.

EDX 분석은 광물질 기본 구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Si, Al 및 Fe 원소로 구성되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Fig. 7. X-ray Diffraction spectra (a) and elemental composition (SEM/EDX analysis) (b) of

silicate minerals separated from the orange.



- 296 -

(나) 마커 광물질에 대한 저 선량 이온화 에너지 처리 시 광 자극발광 특성 확인

오렌지에 대한 저 선량의 이온화 에너지 처리가 발광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

여 오렌지에 함유된 두 종류의 표준 광물질인 장석 및 석영(각 0.1±0.02 mg)에 대한 확인실험

을 실시하였다. 장석의 경우 전체적인 신호의 세기는 엑스선 처리 시 가장 높게 확인되었고,

선원에 관계없이 100 Gy 이상에서 각 에너지 처리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이온화 에너지 처리

선량 및 신호 세기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9910(감마선), 0.9996(전자선) 및 0.9995(엑스선)으로 

모든 선원에서 높게 확인되었다(Fig. 8). 이상의 결과, 장석의 경우 각 이온화 에너지의 저 선량 

처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사여부의 확인에 대한 마커로 사용이 가능하였고, 강도의 변화 

또한 선량 의존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8. PSL intensity of feldspar according to the irradiation source and dose.

석영의 경우 전체적인 신호의 세기는 감마선 처리 시 가장 높게 확인되었고, 감마선 처리 시 

250 Gy 이상에서, 전자선 처리 시 1,000 Gy에서, 엑스선 처리 시 500 Gy 시료에서 5,000 PCs

이상을 나타내어 각 에너지 처리의 확인이 가능하였다(Table 21). 이온화 에너지 처리선량 및 

신호 세기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7876(감마선), 0.8489(전자선) 및 0.5224(엑스선)으로 전자선에

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Fig. 9). 이상의 결과, 석영의 경우 각 이온화 에너지의 저 선량 처리

에 따른 조사여부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고, 강도의 변화 또한 선량 의존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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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SL intensity of quartz according to the irradiation source and dose.

(다) 마커 광물질에 대한 저 선량 이온화 에너지 처리 시 열 발광 특성 확인

오렌지에 함유된 두 종류의 표준 광물질인 장석 및 석영 0.1±0.02 mg에 대한 TL 측정을 실

시하였다. 장석은 비 조사시료의 경우 250-300℃ 근처에서 피크를 나타내는 glow curve를 나타

내었고 신호 강도는 10 a.u. 이내로 낮게 확인되었다. 한편 저 선량의 각 이온화 에너지 처리 

시 250℃ 근처에서 피크를 나타내었고 이 피크는 선량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Fig. 10). 전체적인 신호 강도는 비 조사시료에 비해 조사시료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엑스선

으로 처리 시 가장 높게 확인되었으며, 이온화 에너지 처리선량 및 신호 세기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9948(감마선), 0.9994(전자선) 및 0.9974(엑스선)로 모든 선원에서 비교적 높게 확인되었

다(Fig. 11). 이상의 결과, 장석의 경우 피크가 나타나는 온도범위를 통해 각 이온화 에너지의 

저 선량 처리에 따른 조사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고, 강도의 변화 또한 선량 의존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석영은 비 조사시료의 경우 350℃ 근처에서 피크를 나타내는 glow curve를 나타내었고 신호 

강도는 20 a.u. 정도로 낮게 확인되었다. 한편 저 선량의 각 이온화 에너지 처리 시 200℃ 근처

에서 또 하나의 피크가 확인되었고 이 피크는 선량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Fig. 10). 전체적인 신호 강도는 비 조사시료와 조사시료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

며 이온화 에너지 처리선량 및 신호 세기와의 상관계수는 각각 0.9723(감마선), 0.8816(전자선)

및 0.4849(엑스선)으로 감마선에서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Fig. 11). 이상의 결과, 석영의 경우 각 

이온화 에너지의 저 선량 처리에 따른 조사여부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었고, 강도의 변화 또한 

선량 의존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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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L glow curve of marker minerals (quartz and feldspar) treated with irradiation

source and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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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L intensity of feldspar and quartz according to the irradiation source and dose.

(6) 결론 

수입 오렌지의 조사처리(감마선, 전자선, 엑스선)에 대한 발광시험법 확립을 위해 광 자극발

광(PSL) 및 열 발광(TL) 특성을 분석하였다. PSL은 감마선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으

나, 모든 선원에서 조사여부 screening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빛에 대한 노출은 강도의 감소를 

초래하였으나, PSL ratio 이용 시 모든 선원의 2 kGy 선량에서 암실저장 3주까지 조사여부의 

screening이 가능하였다. TL glow curve는 엑스선에서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고, 모든 선

원에서 glow curve 및 TL ratio를 이용한 조사여부 판별이 가능하였다. TL curve는 저장 중 

빛에 대한 영향을 받았으나 모든 선원에서 저장조건에 상관없이 6주 동안 조사여부 판별이 가

능하였다. 한편, 오렌지의 마커 미네랄은 장석(feldspar) 및 석영(quartz)으로 확인되어, 각 조사

선원을 이용한 해충검역처리 선량(100, 250, 500 및 1000 Gy)에서의 발광 특성을 분석하였다.

Feldspar의 경우 모든 선원에서 조사선량에 따른 유의적인 PSL photon counts 증가가 확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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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오렌지 조사여부의 screening에는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TL 분석에서 feldspar의 경우 

모든 선원에 대해 조사에 따른 glow curve 온도 범위가 구분되어 발광분석의 marker로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나. 조사 유래의 free radical 확인 및 판별 marker 탐색

(1) 오렌지의 ESR 측정을 위한 최적 부위 및 건조방법 선택 

오렌지를 2 kGy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 후 과피, 과육, 씨로 분리하고 동결건조하여 ESR 측

정을 실시하였다. 과피의 경우 central peak를 중심으로 3 mT 간격의 cellulose signal 선명하

게 확인되었으나, 과육과 씨의 경우 조사유래의 peak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과피와는 다

른 경향을 보여주었다(Fig. 12).

이온화 에너지 처리된 오렌지의 ESR 측정에서 cellulose radical 유래의 signal 개선을 위해 

다양한 건조방법에 따른 signal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EN 및 식품공전에서 권장

하는 건조법인 동결건조(FD) 외에 용매추출 후 건조하는 방법으로 용매의 극성에 따라 세척건

조(WED), 50% 에탄올건조(50% EED), 100% 에탄올건조(100% EED) 방법으로 분류하였고, 증

류수와 100% 에탄올로 차례로 세척하는 세척에탄올건조(WEED) 방법을 시료 부위에 따라 모

두 적용하였다. 과피의 경우 FD 시료에서도 조사유래의 peak를 선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신호는 용매추출 후 더욱 증진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육의 경우 FD 시료에

서는 조사유래 peak 확인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용매 추출 후 모든 시료에서 조사유래의 

cellulose peak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씨의 경우 FD 방법뿐 아

니라 용매처리 건조법으로도 신호의 선명도가 낮아 과피나 과육에 비해 조사유래의 특징적인 

signal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Fig. 12). 한편 FD 처리는 시료의 수분함량을 단순히 제

거하는 물리적인 건조방법인데 비해, 용매추출 후 건조의 경우 수분함량을 낮출 뿐 아니라 추

출과정에서 섬유소 외 물질을 일부 제거하여 시료 내 cellulose의 함량을 상대적으로 증진시키

는 방법으로 이러한 메커니즘이 용매추출 후 건조시료에서 신호의 강도를 다소 증진시킨 것으

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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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SR signals of the irradiated (2 kGy) and dried skin, flesh, and seed of oranges (FD:

Freeze drying, WED: Water-extraction drying, 50% EED: 50% Ethanol-extraction drying,

100% EED: 100% Ethanol-extraction drying, WEED: Water- and ethanol-extraction drying).

2 kGy 선량으로 조사된 오렌지의 과피, 과육, 씨에 대해 FD, WED, 50% EED, 100% EED,

WEED 방법으로 건조 후 ESR을 측정하고 cellulose signal에 대한 높이를 측정하여 신호의 강

도를 분석하였다(Table 12). 과피의 경우 cellulose signal의 강도는 100% EED, FD, 50% EED,

WEED, WED 순으로 확인되어 100% EED 조건만이 FD에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과육의 경

우 WEED, FD, WED, 50% EED, 100% EED 순으로 확인되어 WEED 조건만이 FD에 비해 유

의적으로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씨의 경우 용매추출건조법이 FD 방법에 비해 신호강도는 

다소 증진시켰으나 관찰할 수 있는 신호가 명확하지 않아, ESR 측정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 오렌지에 대한 ESR 분석에 있어 과피를 이용하여 100% EED 처

리하는 조건이 분석시간을 단축시키고 신호감도를 증진시키므로 조사여부 판별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2. ESR signal intensities (unit: a.u./g) of the 2 kGy irradiated and dried skin, flesh,

and seed of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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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Drying method1)
Cellulose signal intensity (a.u./g)

Left Right Sum

Skin FD 3,978±417 4,605±204 8,583ab

WED 2,263±171 2,441±289 4,704d

50% EED 2,921±288 3,933±514 6,854c

100% EED 4,379±213 4,891±456 9,270a

WEED 3,276±68 3,326±252 6,602c

Flesh FD 4,264±139 4,037±512 8,301b

WED 3,763±19 4,158±446 7,921b

50% EED 3,116±512 3,185±149 6,301c

100% EED 2,828±25 3,369±148 6,197c

WEED 4,137±646 4,604±240 8,741ab

Seed FD 3447±659 3733±331 7,180b

WED 5655±418 4727±336 10,382a

50% EED 3687±359 3898±712 7,585b

100% EED 3113±425 4344±893 7,457b

WEED 3597±412 3347±257 6,944c

1)FD: Freeze drying, WED: Water-extraction drying, 50% EED: 50% Ethanol-extraction drying, 100%

EED: 100% Ethanol-extraction drying, WEED: Water- and ethanol-extraction drying.
a-d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the histogram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식품 내 수분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생성되는 radical 확인에 영향을 미치므로 명확한 ESR

signal 확인을 위해 수분 함량은 가능한 낮추어야 한다. 이처럼 수분 함량은 ESR 분석에 상당

한 영향을 미치므로 다양한 건조방법이 시료의 수분 함량에 주는 영향을 확인하고 더불어 시

료 내 총 식이섬유 함량에 대한 영향도 확인하였다(Table 13). EN 및 식품공전 상에서 ESR 측

정을 위한 건조방법으로 소개되는 FD 방법의 경우 오렌지 과피는 20.68%, 과육은 23.70%의 수

분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용매추출 건조법의 경우 8.16-13.12% 범위를 나타내었다. 즉, 용매추

출 건조방법은 FD 방법에 비해 수분함량 측면에서 개선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총 식이섬유 

함량은 과피의 경우 FD 방법에서 75.94%를, 용매추출 건조방법에서 83.52-92.98% 범위를 나타

내어, 용매추출 과정을 통해 총 식이섬유의 함량이 증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육의 

경우 FD 시료는 41.01%의 함량을, 용매추출 건조방법은 65.09-96.48% 범위를 나타내어, 역시 

용매추출 과정을 통해 총 식이섬유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증류수 

및 에탄올을 이용한 시료의 추출 과정은 식이섬유를 제외한 일부 수용성분을 제거하므로 이로 

인해 식이섬유의 상대적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과육(41.01%)은 과피(7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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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식이섬유 함량을 나타내어 FD 조건에서 특정 signal의 확인이 어려

웠으나, 용매 추출 후 시료 내 식이섬유의 함량이 65%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조사유래 signal

강도가 강하게 확인되었다.

Table 13. Moisture and dietary fiber contents of the dried skin and flesh of irradiated

oranges

Part Drying method1) Moisture content
(%)

Total dietary fiber content
(%, D.B.)

Skin FD 20.68±0.24b 75.94±0.60d

WED 12.13±0.69cd 89.79±0.20b

50% EED 11.14±0.13d 84.27±0.50c

100% EED 8.89±0.22ef 83.52±1.30c

WEED 10.79±0.17d 92.98±1.66ab

Flesh FD 23.70±1.20a 41.01±4.99g

WED 10.72±1.84d 65.09±0.51f

50% EED 13.12±0.01c 71.70±2.27d

100% EED 10.47±0.43de 69.41±2.01ef

WEED 8.16±0.21f 96.48±0.78a

1)FD: Freeze drying, WED: Water-extraction drying, 50% EED: 50% Ethanol-extraction drying, 100%

EED: 100% Ethanol-extraction drying, WEED: Water- and ethanol-extraction drying.
a-d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the histogram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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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선원(Radiation source)에 따른 ESR signal 특성

수출입 과일의 검역을 목적으로 이온화 에너지 처리 시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등 다양한 

선원 처리가 ESR signal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오렌지에 감마선을 선량별로 처리하고 

껍질을 이용하여 100% EED 처리한 후 cellulose radical 유래의 signal을 측정하였다(Fig. 13).

이온화 에너지를 처리하지 않은 시료에서는 중심 피크(g0=1.9960) 외 특징적인 신호가 확인되

지 않았으나, 0.25 kGy 이상으로 감마선 처리한 시료에서는 cellulose radical 유래의 대청적인 

두 개의 peak(g1=2.0122, g2=1.9750)가 확인되었다. Raffi 등은 방사선에 의해 생성되는 cellulose

radical의 signal 중 왼쪽 peak(g1)는 cellulose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고, 오른쪽 peak(g2)는 

Mn2+ ion에 기인하는 것이라 보고하였다. Deighton등과 de Jesus 등은 오른쪽 peak는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lignin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건조방법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고 발

표하였다. 오렌지 또한 0.25 kGy 이상의 감마선을 처리한 경우 양쪽의 peak가 선명히 확인되

어 조사 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고, 각 peak의 거리는 6.0±0.2 mT 범위로 확인되었다. 한편,

EN 및 식품공전에서 소개하는 방법에 따라 오렌지의 껍질을 이용하여 FD 처리하고 signal을 

측정하여 이를 100% EED 처리 시료와 비교하였다. FD 시료의 경우 0.25 kGy 선량에서는 조

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0.5 kGy 이상의 시료에서는 왼

쪽의 저자기장과 오른쪽의 고자기장 영역에서 cellulose radical 유래의 peak를 확인할 수 있었

다. FD 시료의 신호 세기 또한 100% EED 시료에 비해 낮은 감도로 확인되어, 조사여부 확인

을 위한 건조법으로 100% EED 방법이 더욱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오렌지에 전자선을 선량별로 처리하고 껍질을 이용하여 100% EED 처리한 후 cellulose

radical 유래의 signal을 측정하였다(Fig. 14). 이온화 에너지를 처리하지 않은 시료에서는 중심 

피크(g0=1.9958) 외 특징적인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0.25 kGy 이상으로 감마선 처리한 시

료에서는 cellulose radical 유래의 대청적인 두 개의 peak(g1=2.0118, g2=1.9740)가 확인되었고,

각 peak의 거리는 6.0±0.2 mT 범위로 확인되었다. 한편, FD 시료의 경우 0.25 kGy 선량에서는 

조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특징적인 신호가 확인되지 않았고, 0.5 kGy 시료에서는 조사유래

의 아주 약한 signal이 확인되었다. 또한 1 kGy 이상의 시료에서는 cellulose radical 유래의 비

교적 명확한 peak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신호 세기는 100% EED 시료에 비해 낮은 감도로 확

인되었다.

오렌지에 엑스선을 처리하고 cellulose radical 유래의 signal을 측정하였다(Fig. 15). 이온화 

에너지를 처리하지 않은 시료와 0.25 kGy 조사시료는 중심 피크(g0=1.9956) 외 특징적인 신호

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0.5 kGy 이상으로 감마선 처리한 시료에서는 cellulose radical 유래의 

대청적인 두 개의 peak(g1=2.0120, g2=1.9754)가 확인되었다. 각 peak의 거리는 6.0±0.1 mT 범

위로 선원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FD 시료 역시 0.5 kGy 이상의 조사시료에서만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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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래의 signal이 확인되었고, 신호의 감도는 EED 시료보다 낮게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오렌지에 대하 이온화 에너지 처리 시 감마선과 전자선은 0.25 kGy 선량에서

도 조사여부의 확인이 가능하였으나, 엑스선은 0.5 kGy 이상의 선량에서 ESR을 이용한 판별이 

가능하여 두 선원에 비해 낮은 측정 감도를 보여주었다.

Fig. 13. ESR signals of the gamma-ray irradiated and dried skin part of oranges (100% EED:

100% Ethanol-extraction drying, FD: Freeze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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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SR signals of the electron beam irradiated and dried skin part of oranges (100% EED:

100% Ethanol-extraction drying, FD: Freeze d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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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SR signals of the X-ray irradiated and dried skin part of oranges (100% EED: 100%

Ethanol-extraction drying, FD: Freeze drying).

오렌지에 감마선, 전자선 및 엑스선을 선량별로 처리하고 껍질을 이용하여 100% EED 처리

한 후 cellulose radical 유래의 신호강도를 측정하였다(Table 14). 감마선의 경우 0.25 kGy 이

상의 선량에서 3,821-8,679 a.u./g 범위의 신호강도를 나타내었고, 전자선의 경우 0.25 kGy 이

상의 선량에서 3,005-4,542 a.u./g 범위의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엑스선은 0.5 kGy 이상의 선량

에서 3,297-6,060 a.u./g 범위의 강도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오렌지에 대한 동일한 선량의 

이온화 에너지 처리 시 cellulose signal에 대한 강도는 감마선>엑스선>전자선 순으로 확인되었

으나, 엑스선의 경우 0.5 kGy 이상의 선량에서 판별이 가능하였다.

Table 14. ESR signal intensities (unit: a.u./g) of the irradiated and 100% EED dried skin part

of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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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Source

Cellulose
signal

Irradiation dose (kGy)

0 0.25 0.5 1 2

Gamma-ray Left - 1,837±353 1,732±220 2,730±154 4,067±216

Right - 1,984±111 1,663±228 2,421±438 4,612±392

Total 3,821 3,395 5,151 8,679

E-beam Left - 1,512±98 1,774±592 2,087±377 2,271±438

Right - 1,493±328 1,523±152 1,656±361 2,271±214

Total 3,005 3,297 3,743 4,542

X-ray Left - - 1,660±274 2,154±151 2,952±206

Right - - 1,637±82 2,306±174 3,108±129

Total 3,297 4,460 6,060

오렌지에 대한 감마선, 전자선, 엑스선 처리 시 시료에서 확인되는 cellulose radical 유래의 

신호에 대해 왼쪽 신호, 오른쪽 신호 및 이들의 합계에 대한 강도를 분석하고 선량과 신호세기

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Fig. 16 및 Table 15). 감마선 및 전자선의 경우 0.25 kGy 이상의 

선량에서 cellulose signal이 확인되었고, 선량과의 상관계수는 각각 0.9169(감마선) 및 0.8704(전

자선) 이상으로 신호세기의 변화가 선량에 의존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엑스선의 경우 0.5

kGy 이상에서 cellulose signal이 확인되었고, 선량과의 상관계수는 0.9811 이상으로 분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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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SR signal intensities of the irradiated and 100% EED dried skin part of oranges (Left:

left side of cellulose signal, Right: right side of cellulose signal, Total: sum of left and right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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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5. Determination coefficient (R2) between irradiation dose and cellulose signal

intensity of the irradiated and 100% EED dried skin part of oranges

Radiation Source Cellulose signal Mathematical fit Correlation (R2)

Gamma-ray Left y = 1647.4x + 1125.7 0.9169

Right y = 1375.4x + 1302.2 0.9698

Total y = 3022.9x + 2427.8 0.9517

E-beam Left y = 404.96x + 1531.5 0.8704

Right y = 458.61x + 1305.8 0.9513

Total y = 863.57x + 2837.4 0.9959

X-ray Left y = 852.54x + 1260.8 0.997

Right y = 954.61x + 1236.6 0.9811

Total y = 1807.2x + 2497.5 0.9902

(3) 조사처리 후 저장에 따른 ESR signal 안정성 확인

이온화 에너지 처리된 오렌지에 대해 저장 동안 ESR 신호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다양한 

저장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마선을 이용하여 오

렌지를 0, 0.5, 1 및 2 kGy로 조사한 후 암실저온, 암실상온, 형광상온 및 간접채광 조건에서 6

주 동안 보관하였다. ESR signal 측정을 위해 오렌지의 껍질을 EED 처리한 후 cellulose

radical 유래 신호의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오렌지의 암실저온 저장 결과는 Fig. 17과 같다. 최

저선량인 0.5 kGy 시료의 경우 저장 3주까지 cellulose radical 유래의 뚜렷한 신호를 나타내었

으나 저장 6주째에는 peak의 높이가 감소하여 신호의 선명도가 뚜렷하지는 않았다. 한편 1

kGy 이상으로 조사된 시료는 저장 6주까지 조사유래의 신호를 뚜렷하게 나타내어 조사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였다. 오렌지의 저장에 따른 cellulose radical 유래의 신호세기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6과 같다.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선량에 관계없이 cellulose radical 유래의 peak

intensity가 감소하였고, 0.5 kGy의 경우 100%, 1 kGy의 경우 39%, 2 kGy 시료의 경우 25%

감소하여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radical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

과, 암실저온 저장의 경우 cellulose radical 유래의 신호세기는 감소하였으나, 0.5 kGy 선량에

서는 저장 3주 동안, 1 kGy 이상의 선량에서도 저장 6주 동안 조사여부의 판별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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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Changes in ESR signals of the gamma-ray irradiated oranges under the dark (4℃)

condition during 6 weeks of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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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Stability in ESR signals of the gamma-ray irradiated oranges under the dark (4℃)

condition during 6 weeks of storage

Irradiation dose
(kGy)

Cellulose
signal

Storage period (week)
I.R.1) (%)

0 3 6

0.5 Left 3,908±455 1,757±17 -

Right 3,809±689 1,675±33 -

Total 7,717 3,432 - -100.00

1 Left 3,527±716 2,222±35 2,219±288

Right 4,222±198 2,825±223 2,468±372

Total 7,749 5,047 4,687 -39.51

2 Left 4,379±213 3,242±263 3,573±237

Right 4,891±456 3,568±333 3,364±174

Total 9,270 6,810 6,937 -25.17

1)Increasing rate of signal intensity at 6 weeks of storage compared with that of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오렌지의 형광상온 저장 결과는 Fig. 18과 같다. 최저선량인 0.5 kGy 시료의 경우 저장 3주

째부터 peak의 높이가 감소하여 신호의 선명도가 뚜렷하지 않았다. 조사선랑 1 kGy 이상의 시

료는 저장 6주까지 조사유래의 신호를 선명하게 나타내어 조사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였다. 저장

에 따른 cellulose radical 유래의 신호세기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저장기간의 경과

에 따라 조사선량에 관계없이 cellulose radical 유래의 peak intensity가 감소하였고, 0.5 kGy의 

경우 100%, 1 kGy의 경우 63%, 2 kGy 시료의 경우 45% 감소하여 역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radical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 오렌지는 형광상온 저장에서

도 cellulose radical 유래의 신호세기는 감소하여, 0.5 kGy 선량에서는 저장 3주째에도 조사여

부의 판별에 어려움이 있었고, 1 kGy 이상의 선량은 저장 6주 동안 판별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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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hanges in ESR signals of the gamma-ray irradiated oranges under the fluorescent light

(20℃) condition during 6 weeks of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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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Stability in ESR signals of the gamma-ray irradiated oranges under the fluorescent

light (20℃) condition during 6 weeks of storage

Irradiation dose
(kGy)

Cellulose
signal

Storage period (week)
I.R.1) (%)

0 3 6

0.5 Left 3,908±455 2081±226 -

Right 3,809±689 1399±441 -

Total 7,717 3,480 - -100.00

1 Left 3,527±716 1625±391 1648±55

Right 4,222±198 2112±242 1240±38

Total 7,749 3,737 2,888 -62.73

2 Left 4,379±213 2758±400 2460±330

Right 4,891±456 3423±295 2657±336

Total 9,270 6,181 5,117 -44.80

1)Increasing rate of signal intensity at 6 weeks of storage compared with that of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오렌지의 간접채광 저장 결과는 Fig. 19와 같다. 최저선량인 0.5 kGy 시료의 경우 저장 3주

째부터 조사유래의 특이신호를 나타내지 않아 조사여부를 판별할 수 없었다. 1 kGy 시료는 저

장 6주 동안 아주 약한 조사유래의 신호를 나타내었고, 최고선량인 2 kGy 시료는 저장 6주 동

안 조사유래의 신호를 선명하게 나타내어 조사여부의 판단이 가능하였다. 저장에 따른 

cellulose radical 유래의 신호세기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8과 같다.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조사선량에 관계없이 cellulose radical 유래의 peak intensity가 감소하였고, 0.5 kGy의 경우 

100%, 1 kGy의 경우 56%, 2 kGy 시료의 경우 45% 감소하여 역시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radical의 안정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 오렌지는 간접채광 저장에서도 

cellulose radical 유래의 신호세기가 감소하여, 1 kGy 이상 조사시료의 경우 저장 6주 동안 판

별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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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hanges in ESR signals of the gamma-ray irradiated oranges under the indirect natural

light condition during 6 weeks of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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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Stability in ESR signals of the gamma-ray irradiated oranges under the indirect

natural light condition during 6 weeks of storage

Irradiation dose
(kGy)

Cellulose
signal

Storage period (week)
I.R.1) (%)

0 3 6

0.5 Left 3,908±455 - -

Right 3,809±689 - -

Total 7,717 - - -100.00

1 Left 3,527±716 1911±183 1553±6

Right 4,222±198 1717±410 1886±376

Total 7,749 3,628 3,439 -55.62

2 Left 4,379±213 3227±397 2613±299

Right 4,891±456 3431±252 2490±304

Total 9,270 6,658 5,103 -44.95

1)Increasing rate of signal intensity at 6 weeks of storage compared with that of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이상의 결과, 0.5-2 kGy 범위로 감마선 처리한 오렌지의 경우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cellulose radical이 감소하여 암실저온, 형광상온, 간접채광 조건에서 6주 저장동안 최소 25%

이상의 신호 감소를 나타내었다. 저장조건에 따른 안정성은 암실저온>형광상온>간접채광 순으

로 확인되어 빛에 대한 radical의 민감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과일에 대해 상업적으로 

처리되는 1 kGy 내외의 선량에서는 냉장보관 시 저장 6주까지 조사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되었다.

(4) 결론

오렌지의 방사선 조사처리 여부의 확인을 위한 ESR 분석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과일의 부

위, 건조방법, 조사선원 및 저장에 따른 radiation-induced marker의 분석특성을 확인하였다.

오렌지는 수분함량이 낮고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은 껍질 부위가 ESR 분석에 적합하였고, EN

권장법인 동결건조방법에 비해 100% 에탄올로 추출한 후 50℃ 오븐에서 건조할 경우 전처리 

시간은 줄이고 ESR signal의 감도는 개선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선원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선원의 0.5 kGy 이상에서 cellulose signal이 확인되었으며, 신호의 강도는 감마선>

엑스선>전자선으로 분석되었다. 이온화 에너지 처리 후 저장조건에 따른 안정성은 암실저온>

형광상온>간접채광 순으로 확인되었고, 저장에 따라 cellulose radical은 감소하여 저장 6주 동

안 25% 이상의 신호 감소를 관찰하였으나 1 kGy 이상의 조사시료는 저장 6주까지 조사여부 

판단이 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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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입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시험법 확립

(1) 발광분석법 및 유리기 분석법 확립

(가) 미지시료의 광 자극발광(PSL) 분석

오렌지 미지시료의 껍질을 이용한 광 자극발광분석 결과는 Table 19와 같다. 오렌지의 실제 

조사선량이 0, 0.4 및 1 kGy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관에서 분석한 결과는 700 PCs 이하의 

음성(N) 값이나 700-5,000 PCs 사이의 중간(I) 값을 나타내어 오렌지 미지시료에 대한 조사여부

의 판단에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한편 광 자극발광 분석을 마친 미지시료에 대해 다시 1 kGy

선량으로 재조사를 실시한 후 2차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0). PSL ratio의 경우 10 이상이면 

비 조사시료로, 10 미만이면 조사시료로 판단되는데, 모든 기관에서 1 kGy로 조사된 시료의 

경우 6.81-8.10 범위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처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0 및 0.4 kGy 시

료의 경우 모두 10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조사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

과, 오렌지에 대한 PSL 분석법은 조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 판정에 어려움을 나타내었고,

PSL ratio의 경우 1 kGy 이상의 선량에서만 적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9. PSL intensities (PCs)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Coded
label

Irradiated dose
(kGy)

Institute

A B C

O-1 0.4 399±173 (N) 346±52 (N) 382±83 (N)

O-2 1 421±71 (N) 569±84 (N) 541±113 (N)

O-3 0 221±76 (N) 274±65 (N) 249±50 (N)

O-4 1 640±104 (N) 1372±881 (I) 652±214 (N)

O-5 0.4 326±1 (N) 510±22 (N) 423±70 (N)

O-6 0 296±38 (N) 228±39 (N) 219±40 (N)

Table 20. PSL ratio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Coded
label

Irradiated dose
(kGy)

Institute

A B C

O-1 0.4 22.67±1.14 16.78±1.49 13.31±1.14

O-2 1 8.55±0.43 6.82±0.49 8.10±0.64

O-3 0 51.81±8.21 26.69±3.32 39.84±5.38

O-4 1 6.81±0.23 7.03±0.44 6.90±0.48

O-5 0.4 21.65±1.92 13.87±1.15 15.70±2.88

O-6 0 31.42±1.65 26.58±2.78 39.8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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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지시료의 열 발광(TL) 분석

A 기관에서의 오렌지 미지시료를 이용한 silicate mineral의 열 발광분석 결과는 Fig. 20 및 

Table 21과 같다. 비 조사시료인 O-3 및 O-6은 각각 326℃와 312℃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어 비 조사시료에 대한 온도 범위인 30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였고, glow curve의 강도는 

312-616 a.u. 범위로 비교적 낮게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시료인 O-1, O-2, O-4 및 O-5는 

234-245℃ 범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조사시료의 온도 범위인 150-250℃ 범위를 만족

하였고, 강도 또한 16,715-78,129 a.u. 범위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A 기관은 오렌지 

미지시료의 실험실간 TL 분석에서 0.4 kGy 이상의 시료는 모두 조사시료로 판단하여, 모든 미

지시료의 조사여부 판단이 가능하였다.

Fig. 20. TL glow curves of Institute A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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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관에서의 오렌지 미지시료를 이용한 silicate mineral의 열 발광분석 결과는 Fig. 21 및 

Table 21과 같다. 비 조사시료인 O-3 및 O-6은 각각 397℃와 386℃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어 비 조사시료에 대한 온도 범위인 30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였고, glow curve의 강도는 

1.0 a.u. 범위로 비교적 낮게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시료인 O-1, O-2, O-4 및 O-5는 176-184℃

범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조사시료의 온도 범위인 150-250℃ 범위를 만족하였고, 강

도 또한 63-123 a.u. 범위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B 기관 역시 오렌지 미지시료의 실

험실간 TL 분석에서 0.4 kGy 이상의 시료는 모두 조사시료로 판단하여, 모든 미지시료에 대한 

조사여부 판단이 가능하였다.

Fig. 21. TL glow curves of Institute B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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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관에서의 오렌지 미지시료를 이용한 silicate mineral의 열 발광분석 결과는 Fig. 22 및 

Table 21과 같다. 비 조사시료인 O-3 및 O-6은 각각 391℃와 389℃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

내어 비 조사시료에 대한 온도 범위인 300℃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였고, glow curve의 강도는 

1.9-2.0 a.u. 범위로 비교적 낮게 확인되었다. 한편 조사시료인 O-1, O-2, O-4 및 O-5는 170-18

0℃ 범위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어 조사시료의 온도 범위인 150-250℃ 범위를 만족하였고,

강도 또한 54-150 a.u. 범위로 높게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C 기관 역시 오렌지 미지시료의 

실험실간 TL 분석에서 0.4 kGy 이상의 시료는 모두 조사시료로 판단하여, 모든 미지시료의 조

사여부 판단이 100% 가능하였다.

Fig. 22. TL glow curves of Institute C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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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The peak temperature and intensity of TL signals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Coded
label

Irradiated
dose
(kGy)

Institute A Institute B Institute C

Temp.
(℃)

Intensity
(a.u.)

Temp.
(℃)

Intensity
(a.u.)

Temp.
(℃)

Intensity
(a.u.)

O-1 0.4 234±2 32891±1514 178±2 85±7 180±1 66±6

O-2 1 245±2 78129±7024 181±2 124±12 179±2 117±12

O-3 0 326±2 312±57 397±2 1±0 391±2 2±0

O-4 1 244±2 45482±10284 176±1 64±4 170±1 150±18

O-5 0.4 240±1 16715±1742 184±4 91±15 179±2 54±7

O-6 0 312±4 618±62 386±4 1±0 389±3 2±0

오렌지 미지시료에서 분리한 silicate mineral의 glow curve를 측정하고 1 kGy 선량의 감마

선으로 다시 조사하여 2차 glow curve를 측정하였다(Fig. 23). 1차 및 2차 측정한 glow curve

에서150-250℃ 범위의 면적 값을 이용하여 TL ratio (TL1/TL2)를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비 조사시료인 O-3 및 O-6은 3개 기관에서 threshold value 값인 “0.1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

족하였고, 조사시료인 O-1, O-2, O-4 및 O-5 역시 모든 기관에서 “0.1 이상”의 조건을 만족하

였다. 이상의 결과, 오렌지 미지시료의 실험실간 TL ratio 분석에서도 0.4 kGy 이상의 시료는 

모두 조사시료로 판단되었고, TL ratio 분석은 미지시료에서도 조사여부 결과의 신뢰도를 증진

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3. TL ratio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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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지시료의 전자스핀공명(ESR) 분석

A 기관에서의 오렌지 미지시료를 이용한 전자스핀공명분석 결과는 Fig. 24와 같다. 비 조사

시료인 O-3 및 O-6의 경우 중심 신호 외의 특이적인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미지시료가 조사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조사시료인 O-1, O-2 및 O-4에서는 중심 신호의 왼쪽과 오

른쪽에 약 6 mT의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셀룰로오스 유래의 한 쌍의 신호가 확인되어 미지시

료가 조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O-5의 경우 조사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는데, 이는 조사 유래의 신호 강도가 미약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

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상의 결과, A 기관은 오렌지 미지시료의 실험실간 ESR 분

석에서 0.4 kGy 미지시료의 경우 결과 판정에서 50%의 정확성을, 0 및 1 kGy 미지시료의 경

우 100%의 정확성을 나타내었다.

Fig. 24. ESR signals of Institute A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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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기관에서의 오렌지 미지시료를 이용한 전자스핀공명분석 결과는 Fig. 25와 같다. 비 조사

시료인 O-3 및 O-6의 경우 중심 신호 외의 특이적인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미지시료가 조사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조사시료인 O-2 및 O-4에서는 중심 신호의 왼쪽과 오른쪽

에 약 6 mT의 간격을 두고 한 쌍의 신호가 확인되어 미지시료가 조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었다. 한편, O-1 및 O-5의 경우 조사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유래의 신호 강도가 미약하여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상의 결과, B 기관은 오렌지 미지시료의 실험실간 

ESR 분석에서 0.4 kGy 미지시료의 경우 결과 조사여부의 판정에서 어려움을 나타내었고, 0 및 

1 kGy 미지시료의 경우 100%의 정확성을 나타내었다.

Fig. 25. ESR signals of Institute B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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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기관에서의 오렌지 미지시료를 이용한 전자스핀공명분석 결과는 Fig. 26과 같다. 비 조사

시료인 O-3 및 O-6의 경우 중심 신호 외의 특이적인 신호가 확인되지 않아 미지시료가 조사되

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조사시료인 O-1, O-2 및 O-4에서는 중심 신호의 왼쪽과 오

른쪽에 약 6 mT의 간격을 두고 나타나는 한 쌍의 신호가 확인되어 미지시료가 조사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한편, O-5의 경우 조사시료임에도 불구하고 중심신호의 왼쪽에서만 조사 유

래의 신호가 미약하게 확인되어 그 여부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C

기관은 오렌지 미지시료의 실험실간 ESR 분석에서 0.4 kGy 미지시료의 경우 결과 판정에서 

50%의 정확성을, 0 및 1 kGy 미지시료의 경우 100%의 정확성을 나타내었다.

Fig. 26. ESR signals of Institute C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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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석법의 타당성(validation) 결과

오렌지 미지시료의 감마선 처리여부 판단을 위한 Blind test 결과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분

석방법에 대한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미지시료에 대한 각 기관의 PSL, TL, ESR 분석결과를 위

양성(false positive) 및 위음성(false negative)의 %로 평가하여 위양성과 위음성의 합이 20%를 

넘지 않을 때 validation 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광 자극발광(PSL) 분석법에 대한 타당성 확인 결과, 비 조사시료(0 kGy)는 위양성이 0%를 

나타내었으나, 조사시료(0.4, 1 kGy)는 위음성이 100%를 나타내어 광 자극발광 분석법에 대한 

타당성은 검증되지 않았다(Table 22). 한편, PSL ratio에 의한 타당성 확인 결과, 비 조사시료는 

위양성이 0%를, 조사시료는 위음성이 50%를 나타내어 PSL intensity 분석 결과에 비해 위음성

이 감소하였으나 광 자극발광 분석법에 대한 타당성은 역시 검증되지 않았다(Table 23).

Table 22. Validation result on PSL intensity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Institute All samples Non-irradiated samples Irradiated samples

Correct Incorrect Accuracy
(%)

Correct
(True
negative)

Incorrect
(False
positive)

Accuracy
(%)

Correct
(True
positive)

Incorrect
(False
negative)

Accuracy
(%)

A 2 4 33.33 2 0 100 0 4 0

B 2 4 33.33 2 0 100 0 4 0

C 2 4 33.33 2 0 100 0 4 0

Total 6 12 6 0 0 12

% 33% 67% 100% 0% 0% 100%

Table 23. Validation result on PSL ratio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Institute All samples Non-irradiated samples Irradiated samples

Correct Incorrect Accuracy
(%)

Correct
(True
negative)

Incorrect
(False
positive)

Accuracy
(%)

Correct
(True
positive)

Incorrect
(False
negative)

Accuracy
(%)

A 4 2 33.33 2 0 100 2 2 50

B 4 2 33.33 2 0 100 2 2 50

C 4 2 33.33 2 0 100 2 2 50

Total 12 6 6 0 6 6

% 67% 33 100% 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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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발광(TL) 분석법에 대한 타당성 확인 결과, 비 조사시료는 위양성이 0%를 나타내었고,

0.4 및 1 kGy 선량의 조사시료는 위음성이 0%를 나타내어 열 발광 분석법에 대한 타당성이 

검증되었다(Table 24). 한편, TL ratio에 의한 타당성 확인 결과, 비 조사시료의 위양성과 조사

시료의 위음성이 모두 0%를 나타내어 TL ratio에 대한 타당성 또한 검증되었다(Table 25).

Table 24. Validation result on TL signal intensity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Institute All samples Non-irradiated samples Irradiated samples

Correct Incorrect Accuracy
(%)

Correct
(True
negative)

Incorrect
(False
positive)

Accuracy
(%)

Correct
(True
positive)

Incorrect
(False
negative)

Accuracy
(%)

A 6 0 100 2 0 100 4 0 100

B 6 0 100 2 0 100 4 0 100

C 6 0 100 2 0 100 4 0 100

Total 18 0 6 0 12 0

% 100% 0% 100% 0% 100% 0%

Table 25. Validation result on TL ratio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Institute All samples Non-irradiated samples Irradiated samples

Correct Incorrect Accuracy
(%)

Correct
(True
negative)

Incorrect
(False
positive)

Accuracy
(%)

Correct
(True
positive)

Incorrect
(False
negative)

Accuracy
(%)

A 6 0 100 2 0 100 4 0 100

B 6 0 100 2 0 100 4 0 100

C 6 0 100 2 0 100 4 0 100

Total 18 0 6 0 12 0

% 100% 0% 100% 0%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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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스핀공명(ESR) 분석법에 대한 타당성 확인 결과, 비 조사시료는 위양성이 0%를 나타내

었고, 0.4 및 1 kGy 선량의 조사시료는 위음성이 25%를 나타내어, 오렌지 미지시료의 경우 전

자스핀공명 분석법에 대한 타당성은 검증되지 않았다(Table 26).

Table 26. Validation result on ESR analysis in interlaboratory trials on oranges.

Institute All samples Non-irradiated samples Irradiated samples

Correct Incorrect Accuracy
(%)

Correct
(True
negative)

Incorrect
(False
positive)

Accuracy
(%)

Correct
(True
positive)

Incorrect
(False
negative)

Accuracy
(%)

A 5 1 100 2 0 100 3 1 100

B 4 2 100 2 0 100 2 2 50

C 6 0 100 2 0 100 4 0 100

Total 15 3 6 0 9 3

% 83% 17% 100% 0% 75% 25%

이상의 결과, 오렌지 미지시료에 대한 3 기관의 조사여부 확인방법은 열 발광(TL) 분석법의 

경우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고, 광 자극발광(PSL) 및 전자스핀공명(ESR) 분석법은 타당성이 검

증되지 않았다. 이는 1 kGy 조사시료의 경우 PSL ratio 및 ESR 신호 확인을 통한 조사여부 판

단이 가능하였으나, 식물검역을 위한 0.4 kGy의 비교적 낮은 선량에서는 판단의 정확도가 떨

어져 조사시료에 대한 위음성이 높게 도출된 이유로 사료되었다.

(2) 조사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법의 표준처리절차 (SOP)

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별체계 구축을 위하여, EN 및 식품공전에 등재된 방법

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SOP를 작성하였다.

(가) 광 자극발광(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시료 준비는 차광조건으로 클린벤치에서 한다.

② 오렌지는 껍질 부위를 이용하고 가위를 사용하여 0.5×0.5 cm 크기로 절단한 후 지름 5

cm의 페트리디쉬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페트리디쉬의 뚜껑을 

덮은 후 파라필름으로 고정시킨다. 각 시료에 대하여 2개의 검체를 조제하며, 시료가 바

뀔 때마다 사용한 도구는 에탄올로 깨끗이 닦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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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검체가 담긴 페트리디쉬를 PSL 기기에 넣어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를 측정하며 2개 

검체에 대한 측정값들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단, 2개의 측정값 간에 판정이 다를 때

에는 4회 추가시험을 하여 총 6회 측정값 중 가장 높은 2회 측정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③ 1st PSL을 측정하고, 1 kGy로 재조사 (re-irradiation)를 실시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2nd

PSL을 측정한 후 PSL 비를 구한다.

§ 판정

① 광 자극발광(PSL) 분석법은 방사선조사 여부를 스크리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측

정값이 T1 (700 count/60초) 미만이면 음성시료 (Negative,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시

료)로 판정하고, T2 (5,000 count/60초) 초과이면 양성시료 (Positive,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로 한다.

② 측정값이 T1～T2의 값을 나타내면 중간시료 (Intermediate,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시료)로 한다.

③ PSL 비가 10 미만인 것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10 이상인 것은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④ 양성시료와 중간시료는 최종 확인시험으로 2) 열 발광 분석법에 따라 시험하여 그 결과

의 판정에 따른다.

(나) 열 발광(Thermoluminescence, TL)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모든 검체조제는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약 30개의 오렌지 껍질을 분석에 사용한다. 시료의 표면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표면에 

혼입된 광물질을 분리시킨다. 나일론 여과포를 통과한 여액이 1 L 비커에 가득 차면 5

분 동안 방치하여 광물질을 침전시킨 다음 비커를 기울여 물을 비운다. 나머지 시료를 

세척하여 비커에 광물질과 소량의 유기물이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시료 세

척이 모두 끝나면 광물질이 침전하도록 기다린 후 비커를 기울여 물을 최대한 비우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남은 광물질을 시험관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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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광물질에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 5 mL를 넣고 약 5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④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을 제거한다.

⑤ 증류수 5 mL를 가하여 세척한 후 제거한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한다.

⑥ 1 N 염산 2 mL를 가하고 10 분간 방치한다.

⑦ 1 N 암모니아수 2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10분간 방치한다.

⑧ 증류수 5 mL를 가하여 세척한 후 제거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다.

⑨ 아세톤 5 mL을 가하여 세척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 후 측정용기에 옮긴

다.

§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① 측정용기를 증류수로 세척하고 5 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아세톤으로 2～3회 세척하고 

다시 5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건조시킨 다음 먼지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② 검체조제에서 조제된 광물질 0.1～5.0 ㎎을 측정용기에 옮기고 실리콘스프레이를 사용하

여 고정시킨 다음 50℃ 건조기에서 16시간 방치한다.

③ TL 측정 조건 

㉮ 초기온도 : 50℃

㉯ 온도상승률 : 5℃/초

㉰ 최종온도 : 350～500℃

㉱ 질소 (99.999% 이상)

④ 글로우 1을 측정하고, 1 kGy로 재조사 (re-irradiation)를 실시한 후 글로우 1과 동일한 

조건으로 글로우 2를 측정한 후 TL 비를 구한다.

⑤ 공시험의 글로우 1을 측정하여 최저검출한계를 구한다.

⑥ 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이 최저검출한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한다.

§ 판정

① 글로우곡선의 모양, 온도범위 및 TL 비로서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한다.

②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시료는 특징적인 글로우곡선을 나타내지 않거나 300℃ 이상에서 

자연방사능에 의한 곡선을 나타낸다.

③ 방사선 조사된 시료는 150～250℃ 부근에서 최대강도를 보이는 글로우곡선을 나타낸다.

④ TL 비가 0.1 이상인 것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0.1 이하인 것은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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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정한다.

(다) 전자스핀공명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y, ESR)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오렌지의 껍질을 사용하며 0.5×0.5 cm 크기로 절단한다.

② 시료 20 g을 96% ethyl alcohol 100 mL와 혼합하여 10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시료를 압

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50℃ 오븐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한다.

③ 건조된 시료를 막자사발로 분쇄하고 20 mesh의 체를 이용하여 입자를 균일하게 한 후 

약 200 ㎎을 ESR tube에 충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 시험조작 

①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는 파워는 0.4 mW로 한 후 신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modulation width와 amplitude를 조절한다.

§ 판정

①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비조사 식품에서 나타나는 중심부의 신호 왼쪽(저자장)과 오른쪽

(고자장)에 셀룰로오스 라디칼에 의해서 생성되는 한쌍의 피크가 약 6.0 mT의 공간을 

두고 나타나면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판정한다.

(3) 오렌지 조사여부 확인을 위한 다중판별 가능성 확인

수입오렌지에 대한 조사여부 확인을 위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중판별 체계를 설정하였다

(Fig. 27). 오렌지의 경우 광물질의 혼입되어 표면에 오염될 수 있으나, 판매 전 수세 및 왁스코

팅 처리 등에 의해 껍질 표면에 광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확률이 비교적 낮다. 또한 조사 시 

생성되는 cellulose radical은 수분함량이 높은 오렌지 내에서 그 수명이 짧다. 따라서 PSL

ratio 및 ESR signal은 모두 screening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었고, 오렌지 표면에서 분리한 광

물질의 TL signal 및 TL ratio를 통해 조사여부를 확증하는 verification 방법으로 제시 가능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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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Multi-step detection procedure for imported oranges.

(4) 결론

오렌지 미지시료에 대한 실험실간 분석을 통해 PSL, TL, ESR 분석방법을 검증하였다. PSL

ratio에 대한 validation에서 위양성과 위음성의 합이 50%로 나타나 확인시험법으로의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TL ratio에 대한 validation에서 위양성과 위음성의 합이 0%로 확

인되어 시험법으로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지시료의 ESR signal 분석에 대한 

validation 결과, 위양성과 위음성의 합이 25%로 확인되었으며, 1 kGy 이상의 조사시료에서 

ESR　분석법의 타당성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오렌지 미지시료의 경우 screening 방법으

로 PSL ratio 및 ESR signal 확인 후 확증방법으로서 TL signal 및 TL ratio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였고, 수입오렌지에 대한 이온화 에너지 처리여부 확인을 위한 PSL, ESR, TL 확인

시험법의 표준처리절차(SOP)를 확보하였다.

3. 요약 

수입오렌지의 조사처리 여부 판별을 위한 확인시험법 마련을 위해, 조사선원(감마선, 전자선,

엑스선)에 따른 radiation-induced marker를 탐색하였다. 조사시료에서 분리된 광물질의 발광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PSL 및 TL 분석법을, 조사처리로 유도된 free radical 탐색을 위해 ESR 분

석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 시 조사선원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오렌지의 radiation-induced marker인 feldspar 및 cellulose radical은 저장조건에 

다소 영향을 받으나, 유통기한 중 조사여부의 확인은 가능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

렌지의 조사여부 판별을 위한 확인시험법의 SOP를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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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해충 제어용 융·복합 기술개발(세부과제 2, 한국원자

력연구원)

 가. 배경

 (1) 수출입 식물에 외래병해충이 전반되어 국내 환경 및 생태계를 막기 위한 법적방제가 식물

검역이며, 이러한 유해 외래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위생기술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위생검역 기술로서 여러 가지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종래 식물 위생검역 기술로서 살균제, 살충제 등의 사용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충, 

선충, 잡초, 병원체 등을 사멸시키는데 메틸브로마이드(Methyl bromide)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메틸브로마이드는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돼 국제환경보호위 등에서 사용금지 협약

이 발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위생검역 기술 확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

정임. 

 (3) 방사선을 이용한 위생검역은 화학 살균제에 비해 약해가 없고, 빠르게 제어 가능한 장점 

때문에 식물검역(Phytosanitary) 기술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방사선을 이용한 식물 위생조

치 국제기준(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로 등재되어 있어 국제적으

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4)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을 완전 사멸하기 위해서는 감마선 3 kGy이상이 필요하지만 3 kGy이상의 

감마선 처리시 조직이 약한 화훼류에서는 쉽게 물리적 특성변화가 발생하여 화훼류의 품질(이·

화학적 품질)이 저하되어 상품성을 떨어뜨린다. 그로인해 화훼류에 고선량의 방사선 처리로 저장

성 병원균 제어하기 어려운 실정이기에 저선량의 감마선 처리와 친환경 및 인체에 무해한 살균제 

병용처리로 품질 보존이 가능한 기술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그림 1. 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병해충 제어 도식도

(5) 그리하여 본 연구목적은 방사선 식물검역병용처리제를 개발하고 식물검역공정에 도입하여 

농산물에 물리적 및 생리적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는 범위 선량내에서 병원균을 제어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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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기술개발에 있음. 방사선 이용 병해충 동시검역이 이루어지면 농산물의 품질을 보존

하면서 비용절감이라는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가 있음.

 (6) 따라서 본과제 연구에서는 최근 농산물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균을 6종(위탁과제 

1종 포함)에 대하여 방사선과 친환경 훈증제를 이용하여 병해충 동시검역 융·복합 기술개

발을 수행하고 방사선 병용처리에 따른 수출 농산물별 병해충에 따른 저장성 향상 평가를 

하였음.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방사선 병용처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 

제어에 효과적인 검역 공정을 개발 및 수립하고자 하였음. 

나. 방사선 처리에 따른 검역 및 저장성 관련 병원균의 감수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식물검역처리에서 제어가 요구되는 농산물 저장성 병원균 5종에 대하여 방사선 

방사선처리에 따른 D10 value를 결정함으로써 감수성 평가를 수행하였음. Botrytis cinerea, 

Rhizopus stoloner., Penicilium italicum, Penicilium expensum, Monilinai fructigena 균주를 각각 

평판배지에 접종하여 배양한 다음 포자를 회수하여 포자현탁액 제조하고 포자현탁액을 감마

선 조사처리를 한 다음 포자발아를 억제하는 감마선량 D10 value를 결정하였음.

(1) Botrytis cinerea (잿빛곰팡이병)

감마선을 B. cinerea 포자 현탁액에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억제하는 감마선량 D10 value

를 결정. 잿빛곰팡이에 감염된 파프리카에서 채취하여 B. cinerea로 동정함. 상기 수득한

B. cinerea 포자현탁액을 파프리카 접종하여 재발병 확인함. 회귀식의 기울기로 추정되

는 D10 value는 약 950 Gy로 평가됨. 4.0 kGy에서 완전히 포자발아가 억제됨을 확인함.

     그림 2. 감마선 증가에 따른 B. cinerea 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B. cinerea균사편을 PDA평판배지에 접종하고 감마선 조사후 균사생장 억제정도를 평가함. 4.0 

kGy 조사구에서 100% 균사생장이 억제됨(Yoon et al., 2014).

그림 3. 감마선 증가에 따른 Botrytis cinerea 균사생장 억제
(2) Rhizop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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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을 Rhizopus sp. 포자 현탁액에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억제하는 감마선량 D10 value를 

결정하였으며, 산지 고구마에서 채취한 Rhizopus sp.를 이용함. 상기 수득한 Rhizopus sp. 포자

현탁액을 고구마에 접종하여 재발병 확인함. 회귀식의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는 약 541 

Gy로 평가됨. 2.8 kGy에서 완전히 포자발아가 억제됨을 확인함.

그림 4. 감마선 증가에 따른 Rhizopus sp. 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3) Penicilium italicum 
감마선을 Penicilium italicum 포자 현탁액에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억제하는 감마선량 D10을 

결정하였음. KCTC에서 분양받은 Penicilium italicum를 이용하였고 귤에 접종하여 병원성을 확

인함. 회귀식의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는 약 294 Gy로 평가됨.

그림 5. 감마선 증가에 따른 Penicilium italicum 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Penicilium italicum 균사편을 PDA평판배지에 접종하고 감마선 조사후 균사생장 억제

정도를 평가함. 1.2 kGy 조사구에서 균사생장이 4일 후까지 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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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감마선 증가에 따른 P. italicum 균사생장 억제

(4) Penicilium expensum 

감마선을 Penicilium expensum 포자 현탁액에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억제하는 감마선량 D10

값을 결정하였으며, ATCC에서 분양받은 Penicilium expensum를 이용하였고 배에접종하여 병원

성을 확인함. 회귀식의 기울기로 추정되는 D 10 value는  약 344 Gy로  평가됨 .

그림 7. 감마선 증가에 따른 Penicilium expensum 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5) Monilinai fructigena 
감마선을 Monilinai fructigena 포자 현탁액에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억제하는 감마선

량 D10을 결정하였음. ATCC에서 분양받은 Monilinai fructigena를 이용하였고 사과에 

접종하여 병원성을 확인함. 회귀식의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는 약 400 Gy로 평가됨.

그림 8. 감마선 증가에 따른 Monilinai fructigena 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다. 선종별(X-선, 전자선) 검역 및 저장성 병원균 감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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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파프리카 B. cinerea에 대한 X-선, 전자선 감수성 평가 

그림 9. 파프리카 B. cinerea에 대한 X-선 및 전자선에 대한 감수성 결과

파프리카 저장성 병원균인 B. cinerea를 1 x 105 CFU 농도로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90% 포자 

발아 억제되는 D10 value를 X-선과 전자선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는 감마선과 비슷한 X-선은 1.032 kGy, 전자선은 1.049 kGy로 확임됨. B. cinerea 현

탁액을 X-선 및 전자선 조사 후 12시간 이후 포자 Germination rate를 확인하였더니 

Dose-dependent manner에 의해 선량이 증가됨에 발아율이 억제되었고 4.0 kGy에서는 포자발

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함. B. cinerea 균사편을 PDA평판배지에 접종하고 X-선 및 전자선 

조사후 균사생장 억제 정도를 평가한 결과 X-선 조사가 전자선 조사보다 B. cinerea 감수성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됨. 

(2) 고구마 Rhizopus sp.에 대한 X-선, 전자선 감수성 평가
고구마 저장성 병원균인 Rhizopus sp.를 1 x 105 CFU 농도로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90% 포자 
발아 억제되는 D10 value를 X-선과 전자선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는 감마선과 비슷한 X-선은 0.307 kGy, 전자선은 0.325 kGy로 확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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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고구마 Rhizopus sp.에 대한 X-선 및 전자선에 대한 감수성 결과

Rhizopus sp. 현탁액을 X-선 및 전자선 조사 후 12시간 이후 포자 Germination rate를 확인하

였더니 Dose-dependent manner에 의해 선량이 증가됨에 발아율이 억제되었고 2.0 kGy에서는 

포자발아가 급격히 감소되었고 3.0 kGy에서는 완전 억제됨을 확인함.

Rhizopus sp. 균사편을 PDA평판배지에 접종하고 X-선 및 전자선 조사후 균사생장 억제 정도를 

평가한 결과 X-선 조사가 전자선 조사보다 B. cinerea 감수성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

됨(Jeong et al., 2015).

(3) 배 Penicilium expansum에 대한 X-선, 전자선 감수성 평가

배 저장성 병원균인 P. expansum을 1 x 105 CFU 농도로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90% 포자 발아 

억제되는 D10 value를 X-선과 전자선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는 감마선과 비슷한 X-선은 0.262 kGy, 전자선은 0.245 kGy로 확임됨. P. expansum 현탁

액을 X-선 및 전자선 조사 후 12시간 이후 포자 Germination rate를 확인하였더니 

Dose-dependent manner에 의해 선량이 증가됨에 발아율이 1.0 kGy 급격히 억제되었고 2.0 

kGy에서는 포자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함. P. expansum 균사편을 PDA평판배지에 접종하

고 X-선 및 전자선 조사후 균사생장 억제 정도를 평가한 결과 X-선과 전자선 조사 비슷한 감

수성 반응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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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배 Penicilium expansum에 대한 X-선 및 전자선에 대한 감수성 결과

(4) 감귤 Penicilium italicum에 대한 X-선, 전자선 감수성 평가

감귤 저장성 병원균인 P. italicum을 1 x 105 CFU 농도로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90% 포자 발아 

억제되는 D10 value를 X-선과 전자선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는 감마선과 비슷한 X-선은 0.262 kGy, 전자선은 0.245 kGy로 확임됨.

그림 12. 감귤 P. italicum에 대한 X-선 및 전자선에 대한 감수성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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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과 Monilinia fructigena에 대한 X-선, 전자선 감수성 평가

사과 저장성 병원균인 M. fructigena을 1 x 105 CFU 농도로 조사선량 증가에 따른 90% 포자 

발아 억제되는 D10 value를 X-선과 전자선에 대해 확인하였으며, 회귀식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는 감마선과 비슷한 X-선은 0.262 kGy, 전자선은 0.245 kGy로 확임됨.

      

그림 13. 사과 M. fructigena에 대한 X-선 및 전자선에 대한 감수성 결과

(6) 종합의견

 (가)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아래의 표에 정리하였다. 각각의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의 선량

별 D10 value는 약 0.25 kGy에서 1.00 kGy 사이에서 결정되었음.

 (나) 곰팡이별 방사선에 대한 민감도가 달랐으며 잿빛곰팡이병의 경우 4.0 kGy에서 완전제어 

되어 방사선에 대해 가장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음. 

 (다)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에 대한 선종별(감마선, X-선, 전자선) 감수성 평가 결과 동일 병원

균에 대한 선종별 비슷한 D10 value를 갖는 것을 확인하였음.

표 1. 검역 및 저장성 병원균 선종별 D10 value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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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병용처리 후보물질 선발

(1) NaDCC(Sodium di-chloroisocyanurate)

(가) Sodium dichloroisocyanurate(NaDCC)은 음용수에 대하여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임이 발

표됨. 

(나) 야채의 경우, 오염된 미생물은 NaDCC 처리에 의해 현저하게 감소함이 발표됨. NaDCC 처리와 같

은 염소처리 기술은 flume, water pump tank, spray washer방식을 통해 과일들의 추수 후 관리에 

용이하며 실제로 토마토, 귤, 과일, 배, 그리고 파프리카 등의 추수 후 관리 연구에 적용되고 있

음.

(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물의 검역 및 수확 후 관리를 위해 NaDCC와 감마선 처리를 병용처리제로서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그림 14. NaDCC의 농도에 따른 Botrytis cinerea 포자 활성 저해

(라) NaDCC 0, 10, 20, 30, 50 ppm을 처리하여 잿빛곰팡이(Botrytis cinerea) 병원균 포자 발아 

감소로 항균력을 확인한 결과 항균 능력이 0-20ppm까지는 높지 않았으나, 30ppm의 NaDCC 

처리된 포자는 급격히 활성이 저하되었으며 50ppm에서는 완전 제어되었음. 위탁과제 (선문

대)에서 수행한 백합 잎마름병균(Botrytis elliptica)의 NaDCC 처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

함. 그림. 15는 파프리카에 잿빛곰팡이병원균을 직접 접종하여 NaDCC 처리 효과를 평가한 

결과임. 20 ppm부터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여 50ppm에서는 완전 제어되었음.

그림 15. NaDCC의 농도에 따른 잿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 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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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NaDCC 0, 1, 5, 10, 15, 20 ppm을 처리하여 Rhizopus sp. 병원균 포자 발아 감소로 살균

력을 확인한 결과 살균 능력이 0-5ppm까지는 높지 않았으나, 10ppm의 NaDCC 처리된 포자

는 활성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20ppm에서는 완전 제어되었음. 

그림 16. NaDCC의 농도에 따른 Rhizopus sp. 와 Penicilium expensum 포자 활성 저해

(2) Nano complex
(가) Nano complex로서 항균효과가 널리 알려진 나노 은(NA)과 나노실리카 유무기복합제(NSS)

를 감마선병용처리제로 검토함. NA와 NSS는 방사선 환원법으로 제조되었으며 전자현미경과 

중성자산란분석을 통하여 NA는 30 nm급 고른 입자로 구성되어 있고 NSS는 실리카분자와 폴

리머가 중합된 나노입자 안에 나노은 입자가 들어가 있는 particle in particle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NSS는 농업용수와 수돗물에 대해 상당기간 안정성을 나타내며 3년 이상 나노물성이 변하지 않는 특성

을 가지고 있음. 잿빛곰팡이(Botrytis cinerea)균에 대해 NA와 NSS는 처리농도 10ppm 전후에

서 높은 살균활성을 갖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그림 17. Park et al. 2006)

 그림 17. NSS nano complex 투과전자현미경 사진

(나) 1 kGy-1 ppm 병용처리에서 두 제제 모두 균사생장을 완전 제어함을 알 수 있음. 그러나 

아직 나노 은 제제의 나노안전성에 대한 국제기구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후보물질 선발에서 

참고자료로서 활용함, 추후 그 결과에 따라 병용처리제로서 활용이 기대됨. 위탁과제(선문

대) 보고에 의하면 백합 잎마름병균(Botrytis elliptica)처리에서 NaDCC보다 효과가 뛰어나지 

않았으나 상당한 병용처리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Ju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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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Nano complex처리에 의한 Botrytis cinerea 균사생장 억제

(3) Ethanol

절화장미의 에탄올 분무와 방사선 처리에 대한 병용처리 평가는 경남 김해 대동농협에서 수

급받은 절화장미 (Yellow king)를 40 ㎝ 로 자르고 1일간 수돗물에 담근 다음 폴리에틸렌 

포장지로 사서 0-25% ethanol을 스프레이 처리한 후 감사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후, 

20℃,에서 10일간 절화장미 vase life 를 관찰하여 평가함. 에탄올 농도 15%에서 200Gy 이

상 방사선 처리 된 것은 모두 무처리에 비해서 Vase life 가 오래 지속이 되었으나, 200Gy 

에서는 5~6 일 사이에 잿빛곰팡이가 관찰이 되었으며 600Gy 처리된 것은 7일 뒤에 생리장

애가 발생함. 

그림 19. 장미에서 감마선-에탄올 병용처리에 의한 효과

(4) EDN (C2N2)

동부팜한농에서 대체훈증제로 개발하고 있는 약제로서 제 1협동 과제의 협력으로 검토하였

음. EDN에 대한 고구마 Rhizopus sp.균의 균사생장 저해를 농도별로 처리 후 측정하였으며 

처리한 농도는 0 (control), 0.5, 1, 1.5, 2 g/m3 이었으며 1.0 g/m3처리 이상에서는 균사가 전

혀 생장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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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EDN의 농도에 따른  Rhizopus sp. 균사 생장 저해

(5) 종합의견

(가) 병용처리제 후보물질로서 최종적으로 NaDCC를 선발 함, 향후 방사선 병용처리실험에 있

어 NaDCC의 병용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나) Sodium dichloroisocyanurate(NaDCC)은 음용수에 대하여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 사용이 허가되었으며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으로 보

고가 되었고, FDA에 식품에 소독처리제로 허가를 받았으므로 친환경적인 병용처리물질로 인정됨. 

현재 수질소독용으로 다양한 상업용 제품으로 널리 팔리고 있음. 

(다) 기타병용처리제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싸고 효과가 제일 높았고 농산물이 포장되기 전 세척과정

이 있으므로 방사선 처리 전 세척 공정에 투여하며 별도의 공정 없이 최적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마. 방사선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검역 및 저장성병원균 제어 최적조건 선정 및 병원균에 따른 저장성 향상 평가

(1) 파프리카 잿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에 대한 NaDCC 방사선병용처리 효과

병용처리제 후보물질로서 최종적으로 NaDCC를 선발하여 파프리카 잿빛곰팡이병원균 파프리카 

대상으로 NaDCC 방사선 병용처리효과를 평가함. 공시한 NaDCC를 0, 10, 20, 30, 50ppm 농

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 800, 1200Gy로 조사시켰을 때 파프리카 잿빛곰팡이

병균의 포자 활성을 평가함. NaDCC와 감마선을 병용처리하였을 때, 병원균의 항균효과는 가

장 큼, 또한 30ppm의 처리가 가장 바람직 함. 잿빛곰팡이병의 감수성은 단독 처리구에 비해 감

마선 처리와 NaDCC처리를 병용한 실험구에서 높게 나타남. 잿빛 곰팡이의 인공 접종실험에서, 감

마선 단독 처리구에서는 2 kGy이상의 감마선 조사가 곰팡이의 발병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

면 NaDCC 30 ppm과 병용 처리한 실험구에서는 0.4 k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억제 되는 것으로 나타남. 단독처리와 병용처리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잿빛 곰팡이의 

초기 생존 포자수는 처리된 NaDCC 농도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4.15, 4, 3.5, 

and 2.15 log10 CFU/mL)(p < 0.05), 또한 잿빛 곰팡이의 감마선 저항성(D10 값) 역시 처리된 NaDCC 

농도에 의해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1.06, 0.88, 0.77, and 0.58 kGy)(p < 0.05). 이상의 

결과로서 NaDCC 30ppm 처리시 방사선 처리에 드는 에너지의 약 50% 감소시킬 수 있는 효

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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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감마선-NaDCC병용처리에 의한 Botrytis cinerea 포자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2) 장미 잿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에 대한 NaDCC 방사선병용처리 효과

(가) 장미재배 농가에서 직접 순수분리한 잿빛곰팡이병(B. cinerea)에 대해서 감마선에 대한 감
수성 평가를 위해 회귀식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 0.997 kGy임을 확인함.

       

 그림 22. 감마선 증가에 따른 장미 B. cinerea 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장미 B. cinerea 균사편을 PDA평판배지에 접종하고 감마선 조사 후 균사생장 억제 정도를 평
가한 결과 2 kGy이상에서 약 80% 급격하게 증식 억제를 보임. 

그림 23. 감마선 증가에 따른 장미 B. cinerea 균사생장 억제 효과

(나) 장미 저장성 병원균인 B. cinerea를  1 x 105 CFU 농도로 현탁액을 준비한 후 감마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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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B. cinerea 균사체의 Germination rate는 큰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0.5 kGy에서는 약 

30%, 1 kGy에서는 약 50%, 2 kGy이상에서는 80% 이상의 포자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4 

kGy에서는 완전 포자 생장 억제를 확인함. 

(다)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확인 결과 감마선 1 kGy 이상일 때 포자의 막의 물리

적 변형이 발생하고 포자막이 손상을 입는 현상을 확인함. 이 결과는 감마선 선량의 증가에 따

른 포자 Germination rate의 감소율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는 것으로 생각됨. 

        

그림 24. 감마선 증가에 따른 장미 B. cinerea 포자 생장 억제 및 SEM 결과 

(라) 감마선 처리에 따른 장미 생리적변화 확인 및 감마선 병용처리 최적선량을 도출하기 위하

여 0, 200, 400, 600, 1000 Gy를 장미 수출 품종 중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2 품종(Babe, 

Shooting star)에 처리하여 관능평가, 생중량, 물 흡수량, 개화률 등 물리적 및 생리적 변화를 

확인함. 장미 Babe 품종인 경우 600 Gy 이상에서는 잎이 대조구에 비해 잎이 마르거나 검게 

그을리는 등 생리적 변화가 발생하여 상품성이 저하되고, 감마선 조사 후 10일 동안의 생중량, 

물흡수량, 개화률을 비교하였더니 감마선 무 처리구와 큰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음. 

        

그림 25. 감마선에 대한 장미 Babe 품종 물리적 및 생리적 변화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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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미 Shooting star 품종인 경우 600 Gy 이상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꽃대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5일 이후에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중량이 감소되었고, 또한 물흡수량
도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되는 현상을 보임. 개화률은 5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 1 kGy 
미만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 kGy 이상에서는 개화율에서 큰 차이를 보임.  

그림 26. 감마선에 대한 장미 Shooting star 품종 물리적 및 생리적 변화 특성 변화

(마) 병용처리제 후보물질로서 최종적으로 NaDCC를 선발하여 장미 잿빛곰팡이 병원균 장미 대

상으로 NaDCC 방사선 병용처리효과를 평가함. 공시한 NaDCC를 1, 10, 30, 50 ppm 농도로 전

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 Gy로 조사시켰을 때 장미 잿빛곰팡이병균의 포자 활성을 평

가함. NaDCC와 감마선 병용처리시, 병원균의 항균효과는 가장 큼, 또한 30 ppm 병용처리가 

가장 큰 효과를 보임. 

                   

그림 27. 감마선-NaDCC 병용처리에 의한 장미 B. cinerea 포자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바) 장미 잿빛곰팡이병의 감수성은 단독처리구에 비해 감마선 처리와 NaDCC 처리 병용시

실험구에서 더 높게 나타남. 장미 잿빛곰팡이 인공 실험에서 감마선 단독처리구에서는 2

kGy이상의 감마선 조사가 곰팡이의 발병을 제어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NaDCC 30 ppm

과 병용 처리한 실험구에서는 400 Gy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억제 되는 것을 확인함. 단독처리와 병용처리와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장미 잿빛곰팡이의 초

기 생존 포자수는 처리된 NaDCC 농도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NaDCC 30 ppm 처리시 방사선 처리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약 50% 감소시

킬수 있는 효과가 있음. 감마선-병용처리에 대한 최적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장미 수출시 저

장성 병원균에 대해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2품종(Babe와 Shooting star)에 대하여 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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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0 ppm NaDCC와 생리적 변화를 야기 시키지 않는 감마선 200, 400 Gy 에 대한 병용

처리를 온도 20±2℃ 습도 85%에서 4일 저장 후 실시한 결과 Babe의 경우에는 200 Gy와

70 ppm, 400 Gy와 50 ppm, 400 Gy와 70 ppm에서 가장 큰 장미 잿빛곰팡이병 제어가 확인

되었음.

그림 28. 감마선-NaDCC 병용처리에 의한 장미 Babe와 Shooting star B. cinerea 병 억제 효과

(사) 감마선-병용처리에 대한 최적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장미 Shooting star 품종에 0, 30, 

50, 70 ppm NaDCC와 생리적 변화를 야기 시키지 않는 감마선 200, 400 Gy 에 대한 병용처

리를 온도 20±2℃ 습도 85%에서 4일 저장 후 실시한 결과 Shooting star의 경우에는 200 

Gy와 50 ppm, 200 Gy와 70 ppm에서 가장 큰 장미 잿빛곰팡이병 제어가 확인되었음. 품종

별 감마선-병용처리 최적조건을 확인한바, 가장 저선량인 200 Gy와 NaDCC 70 ppm에서 두 

품종 모두 잿빛곰팡이병 제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함. 감마선-NaDCC 병용처리 최적조건인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에 대한 곰팡이 포자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포자 

Germination rate와 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해 확인해 본 결과 처리 후 12시간 후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에 대한 곰팡이 포자의 Germination rate가  대조구에 비해 약 

90%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SEM 관찰 결과 포자막의 물리적 변형이 발생하고 포자막이 손

상을 입는 현상을 확인함. 

(3) 국화 잿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에 대한 NaDCC 방사선병용처리 효과

(가) 국화재배 농가에서 직접 순수분리한 잿빛곰팡이병(B. cinerea)에 대해서 감마선에 대한  감

수성 평가를 위해 회귀식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value 0.997 kGy임을 확인함(Chu et al., 2015).

그림 29. 감마선 증가에 따른 국화 B. cinerea 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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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B. cinerea 균사편을 PDA평판배지에 접종하고 감마선 조사 후 균사생장 억제 정도를 평
가한 결과 4 kGy이상에서 약 80% 급격하게 증식 억제를 보임. 

그림 30. 감마선 증가에 따른 국화 B. cinerea 균사생장 억제 효과

(나) 국화 저장성 병원균인 B. cinerea를  1 x 105 CFU 농도로 현탁액을 준비한 후 감마선 증

가에 따라 B. cinerea 균사체의 Germination rate는 큰 변화를 확인하였는데, 0.5 kGy에서는 약 

30%, 1 kGy에서는 약 50%, 2 kGy이상에서는 80% 이상의 포자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4 

kGy에서는 완전 포자 생장 억제를 확인함.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확인 결과 감마

선 1 kGy 이상일 때 포자의 막의 물리적 변형이 발생하고 포자막이 손상을 입는 현상을 확인

함. 이 결과는 감마선 선량의 증가에 따른 포자 Germination rate의 감소율에 직접적으로 연관

되어는 것으로 생각됨. 

                   

 그림 31. 감마선 증가에 따른 국화 B. cinerea 포자 생장 억제 및 SEM 결과 

(다) 감마선 처리에 따른 국화 생리적변화 확인 및 감마선 병용처리 최적선량을 도출하기 위하
여 0, 200, 400, 600, 800, 1000 Gy를 국화 수출 품종 중 가장 많이 피해를 받는 1 품종(백마)에 

처리하여 관능평가, 생중량, 물 흡수량, 개화률 등 물리적 및 생리적 변화를 확인함. 

그림 32. 감마선에 대한 국화 백마 품종 물리적 및 생리적 변화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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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 백마 품종인 경우 200 Gy 이상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꽃대가 구부러지는 현상이 나타나며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물소비량과 개화율에는 큰 변화가 생기지 않았으나, 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생중량이 감소되는 현상을 보임.

(라) 감마선-병용처리에 대한 최적조건을 알아내기 위해 국화 수출시 저장성 병원균에 대해 가
장 많이 피해를 받는 1품종(백마)에 대하여 0, 50, 70, 100 ppm NaDCC와 생리적 변화를 야기 
시키지 않는 감마선 100, 150 Gy 에 대한 병용처리를 온도 20±2℃ 습도 85%에서 10일 저장 
후 실시한 결과 병용처리 100 Gy와 50 ppm에서 조금의 제어 효과가 있었으나 굉장히 미미했
고 NaDCC 50, 70, 100 ppm 단독처리에서 가장 큰 국화 잿빛곰팡이병 제어가 확인되었음. 

그림 33. 감마선-NaDCC 병용처리에 의한 국화 백마 B. cinerea 병 억제 효과

(4) 고구마 Rhizopus sp. 에 대한 NaDCC 방사선병용처리 효과

  고구마 Rizopus병 대상으로 NaDCC 방사선 병용처리효과를 평가함. 공시한 NaDCC를 1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400, 800, 1200, 1600,  Gy로 조사시켰을 때 고구마 
Rizopus병균의 포자 활성을 평가함. 800 Gy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여 1.6 kGy에서 높은 
병용처리 시너지효과를 보였음. 고구마에 Rizopus병균을 접종하고  NaDCC를 1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600, 1200Gy의 방사선 조사처리를 결과, 600Gy 단독 처리구에서는 Rizopus병
이 발병한 반면 NaDCC 10ppm처리한 구에서 완벽하게 제어됨. 고구마 Rizopus병에 대한 수확 
후 관리 및 검역처리를 위해서는 600Gy-10ppm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됨.  

         그림 34. 감마선-NaDCC병용처리에 의한 Rhizopus sp.포자활성저해



- 350 -

(5) 배 Penicillium expanum 에 대한 NaDCC 방사선병용처리 효과

수출 배 재배 농가에서 직접 순수분리한 푸른곰팡이병(P. expansum)에 대해서 감마선과 병용처

리제 NaDCC 병용처리 효과를 확인하였음. 최대한의 방사선 생리적변화를 피하기 위해 저선량

(0.2, 0.4, 0.6 kGy)와 NaDCC(10, 30, 50, 70 ppm)을 각 실험구당 10개씩 처리 후 병발생 최적조

건(온도: 25℃, 습도: 90%이상)에서 14일 병징 관찰하였음. 3반복 실행되었음(Chu et al., 2015).

             

    그림 35. 감마선-NaDCC병용처리에 의한 Penicillium expansum 병발생 억제 효과

병징관찰 결과, 감마선 0.2 kGy와 NaDCC 70 ppm에서 가장 큰 병발생 억제효과를 보았음. 이

때 곰팡이포자의 변화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와 Propidium Iodide (PI) 염색을 

사용하여 곰팡이의 포자형태변화를 확인하였음. 0.2 kGy와 70 ppm 병용처리시 단일처리 0.2 

       

      그림 36. 감마선-NaDCC병용처리시 Penicillium expansum 포자 형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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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y, 70 ppm 보다 곰팡이 포자형태가 더욱더 많이 물리적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음. PI 

staining 결과 병용처리에서 더욱더 많이 염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포자막의 파열이 심한 것

을 확인하였음.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시 곰팡이 포자의 손상피해

정도가 일부 병발생 억제효과와 관여된다고 생각되어짐. 

(6) 감귤 Penicillium italicum 에 대한 NaDCC 방사선병용처리 효과     

수출 감귤 재배 농가에서 직접 순수분리한 푸른곰팡이병(P. italicum)에 대해서 감마선과 병용

처리제 NaDCC 병용처리 효과를 확인하였음. 최대한의 방사선 생리적변화를 피하기 위해 저선

량(0.2, 0.4 kGy)와 NaDCC(2, 4, 6, 10 ppm)을 각 실험구당 20개씩 처리 후 병발생 최적조건(온

도: 25℃, 습도: 90%이상)에서 14일 병징 관찰하였음. 3반복 수행되었음. 

     그림 37. 감마선-NaDCC병용처리에 의한 Penicillium italicum 병발생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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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징관찰 결과, 감마선 0.4 kGy와 NaDCC 10 ppm에서 가장 큰 병발생 억제효과를 보았음. 이

때 곰팡이포자의 변화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와 Propidium Iodide (PI) 염색을 

사용하여 곰팡이의 포자형태변화를 확인하였음. 0.4 kGy와 10 ppm 병용처리시 단일처리 

0.4kGy, 10 ppm 보다 곰팡이 포자형태가 더욱더 많이 물리적변화가 생긴 것을 확인하였음. PI 

staining 결과 병용처리에서 더욱더 많이 염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여 포자막의 파열이 심한 것

을 확인하였음. 이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시 곰팡이 포자의 손상피해

정도가 일부 병발생 억제효과와 관여된다고 생각되어짐.  

 

     그림 38. 감마선-NaDCC병용처리시 Penicillium expansum 포자 형태 변화

(6) 배 Monilinia fructigena 에 대한 NaDCC 방사선병용처리 효과  

수출 배 재배 농가에서 직접 순수분리한 배 잿빛무늬병(M. fructigena)에 대해서 감마선과 병용

처리제 NaDCC 병용처리 효과를 확인하였음. 최대한의 방사선 생리적변화를 피하기 위해 저선

량(0.1, 0.2, 0.3, 0.4 kGy)와 NaDCC(10, 20, 30, 40, 50, 60, 70 ppm)을 각 실험구당 20개씩 처리 

후 병발생 최적조건(온도: 25℃, 습도: 90%이상)에서 14일 병징 관찰하였음. 3반복 수행되었음. 

       

        그림 39. 감마선-NaDCC병용처리에 의한 배 Monilinia fructigena 병발생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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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징관찰 결과, 감마선 0.1 kGy와 NaDCC 70 ppm에서 가장 큰 병발생 억제효과를 보았음. 

NaDCC 100 ppm 이상 처리시 염소계 냄새가 발생하여 100 ppm 이하의 NaDCC를 처리하였음. 

바.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한 파프리카 병해충 동시검역 기술개발

 (1) 실험내용 및 결과
 파프리카 저장성 병원균인 Botrytis cinerea를 1 x 105 CFU로 접종하였음. 담배나방은 5 ∼6령

을 대상으로 접종하였으며, 개체수는 한 실험구당 4개의 파프리카를 대상으로 파프리카 1개당 

1개체씩 접종하여 총 48개체를 대상으로 실험함(담배나방 준비: 전남대(2세부 위탁2)). B. 

cinerea를 파프리카에 접종후 24시간 후에 NaDCC를 처리 후 구멍을 뚫어 담배나방을 이식한 

후 Parafilm 또는 거즈를 이용하여 구멍을 봉쇄함. 실온/밀봉 상태의 파프리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B. cinerea와 담배나방을 접종하지 않은 (구멍만 처리) 파프리카 처리구를 함께 준비함. 

감마선 조사 후 10일쨰 담배나방 유충의 상태 및 잿빛곰팡이병의 진전 상태 확임함. 기존에 파

프리카 잿빛곰팡이병 제어 조건인 감마선 400 Gy와 NaDCC 30ppm을 동시검역에 도입함. 감마

선 400 Gy와 NaDCC 30ppm 병용처리시 파프리카 잿빛곰팡이병과 담배나방이 동시에 제어되는 

것을 확인함.

그림 40.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한 파프리카 병해충 동시검역 

표 2.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시 파프리카 담배나방 제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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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시 파프리카 잿빛곰팡이병 제어 결과 

사.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한 식물검역 및 저장성병원균 제어 실증연구

(1)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 파프리카 잿빛곰팡이병 제어 실증연구

수출 파프리카 박스별 Dose mapping을 위해 Alanine dosimeter를 아래와 같이 17개씩 부착하

여 감마선 400Gy 와 NaDCC 30 ppm 병용처리 후 박스내 선량분포를 확인 한 결과 Target 선

량에 비해 오차값이 약 ±10% 내외로 측정이 되었다. 

그림 42. 파프리카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설계 및 박스내 흡수선량

확립한 조건 감마선 400 Gy와 NaDCC 30 ppm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2주간 10℃이하 저온저장

고에서 파프리카 수출 박스에 파프리카의 잿빛곰팡이병에 대한 실증연구 및 저장성 평가를 실

시한 결과 감마선 400 Gy 조사한 처리구에서는 잿빛곰팡이병이 약 40% 제어되었으며, NaDCC 

30 ppm 처리구는 약 70% 제어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병용처리에서는 파프리카 잿빛곰팡이가 

완전히 제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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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파프리카 잿빛곰팡이병 박스별 제어 실증연구

(2)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 고구마 무름병 제어 실증연구

수출 고구마 저장성 병원균 Rhizopus sp. Box별 실증연구를 위해 고구마를 가볍게 표면 살균 

후 1 x 105 CFU 농도 현탁액을 이용해 접종하였으며, 접종 후 NaDCC 10 ppm 처리 및 감마선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음. 처리 후 14℃ 저장고에 14일과 28일 동안 보관 후 각

각 병원균 억제 여부를 확인하였음. 

         

그림 43. 고구마 방사선 병용처리 박스별 실증평가 순서도 

수출 고구마 박스별 Dose mapping을 위해 Alanine dosimeter를 아래와 같이 박스별 9개씩 부

착하여 감마선 600Gy 와 NaDCC 10 ppm 병용처리 후 박스내 선량분포를 확인 한 결과 Target 

선량에 비해 오차값이 약 ±10% 내외로 측정이 되었다(Jeo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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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고구마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설계 및 박스내 흡수선량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14일과 28일 저장성 평가 결과, NaDCC 10 ppm 처리가 감마선 600 

Gy 단독처리 및 감마선 600 Gy와 NaDCC 10 ppm 병용처리보다 병원균 제어가 약 3.5배 높아 

병원균 제어를 약 70% 억제 효과를 보임. 고구마 저장성 병원균 제어를 위해서는 감마선 병용

처리보다는 병용처리제인 NaDCC 10 ppm 단독처리가 Rhizopus sp. 억제에 더 효과적임.

                     

그림 45. 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고구마 Rhizopus sp. 박스별 제어 실증연구               
  

(3)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 장미 잿빛곰팡이병 제어 실증연구

수출 장미 저장성 병원균 B. cinerea Box별 실증연구 및 병원균에 대한 저장성 평가를 위해 

장미절화 표면에 스프레이로 1 x 104 CFU 농도 현탁액을 이용해 접종하였으며, 접종 후 

NaDCC 70 ppm 처리 및 감마선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음. 처리 후 10℃이하 

저장고에 14일 동안 보관 후 각 병원균 억제 여부를 확인하였음. 

수출 장미 박스별 Dose mapping을 위해 Alanine dosimeter를 아래와 같이 박스별 16개씩 부착
하여 감마선 200Gy 와 NaDCC 70 ppm 병용처리 후 박스내 선량분포를 확인 한 결과 Target 
선량에 비해 오차값이 약 ±10% 내외로 측정이 되었다.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14일 저장성 평가 결과, Babe의 경우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병용처리가 감마선 200 Gy 단독처리 및 NaDCC 70 ppm 단독처리보다 병원균 제어가 약 

50% 이상 병원균 제어효과를 보였으며, Shooting star의 경우 병용처리가 단독처리보다 약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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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제어 효과를 확인하였음. 

         

          그림 46. 장미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설계 및 박스내 흡수선량

         

그림 47. 감마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장미(Shooting star) 잿빛곰팡이병 박스별 제어 실증연구

(4)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 국화 잿빛곰팡이병 제어 실증연구

국화절화류 저장성 병원균 B. cinerea Box별 실증연구 및 병원균에 대한 저장성 평가를 

위해 국화절화 표면에 스프레이로 1 x 105 CFU 농도 현탁액을 이용해 접종하였으며, 

접종 후 NaDCC 70 ppm 처리 및 감마선 150 Gy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음. 처리 후 10℃이하 저장고에 10일 동안 보관 후 병원균 억제 여부를 확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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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국화 박스별 Dose mapping을 위해 Alanine dosimeter를 아래와 같이 박스별 12개씩 부착

하여 감마선 150 Gy 와 NaDCC 70 ppm 병용처리 후 박스내 선량분포를 확인 한 결과 Target 

선량에 비해 오차값이 약 ±10% 내외로 측정이 되었음.  

그림 48. 국화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설계 및 박스내 흡수선량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10일 저장성 평가 결과, 국화 백마의 경우 감마선 150 Gy –NaDCC 
70 ppm 병용처리가 대조군보다 억제효과는 확인하였으나, NaDCC 70 ppm 단독처리가 감마선

-NaDCC 병용처리와 감마선 100 Gy와 150 Gy 단독처리보다 훨씬 높은 병원균 억제 효과를 보

임. 

          

그림 49. 감마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국화 잿빛곰팡이병 박스별 제어 실증연구 

(5)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 배 푸른곰팡이병 제어 실증연구

수출 배 박스별 Dose mapping을 위해 Alanine dosimeter를 아래와 같이 5개씩 부착하여 감마

선 200Gy 와 NaDCC 70 ppm 병용처리 후 박스내 선량분포를 확인 한 결과 Target 선량에 비

해 오차값이 약 ±10% 내외로 측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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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배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설계 및 박스내 흡수선량

수출 배 저장성 병원균 Penicillium expansum Box별 실증연구를 위해 배를 가볍게 표면 살균 

후 1 x 105 CFU 농도 현탁액을 이용해 접종하였으며, 접종 후 NaDCC 70 ppm 처리 및 감마선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음. 처리 후 14℃ 저장고에 14일과 28일 동안 보관 후 각

각 병원균 억제 여부를 확인하였음. 

그림 51. 감마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배 푸른곰팡이병 박스별 제어 실증연구 

확립한 조건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2주간 10℃이하 저온저장

고에서 배 수출 박스에 배의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실증연구 및 저장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감

마선 200 Gy 조사한 처리구에서는 푸른곰팡이병이 약 50% 제어되었으며, NaDCC 50 ppm 처리

구는 약 50% 제어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병용처리에서는 배 푸른곰팡이가 약 70%이상 제어됨. 

(6)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이용 감귤 푸른곰팡이병 제어 실증연구

제주도에서 수출 하는 감귤에 대해서 저장성 병원균 Penicillium italicum Box별 실증연구를 위

해 감귤을 가볍게 표면 살균 후 1 x 105 CFU 농도 현탁액을 이용해 접종하였으며, 접종 후 

NaDCC 10 ppm 처리 및 감마선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음. 처리 후 14℃ 저장고

에 14일과 28일 동안 보관 후 각각 병원균 억제 여부를 확인하였음. 

수출 배 박스별 Dose mapping을 위해 Alanine dosimeter를 아래와 같이 9개씩 부착하여 감마

선 400Gy 와 NaDCC 10 ppm 병용처리 후 박스내 선량분포를 확인 한 결과 Target 선량에 비

해 오차값이 약 ±10% 내외로 측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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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감귤 포장박스 선량계 부착 설계 및 박스내 흡수선량

확립한 조건 감마선 400 Gy와 NaDCC 10 ppm 병용처리를 이용하여 2주간 10℃이하 저온저장

고에서 감귤 수출 박스에 감귤의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실증연구 및 저장성 평가를 실시한 결

과 감마선 400 Gy 조사한 처리구에서는 푸른곰팡이병이 약 50% 제어되었으며, NaDCC 10 ppm 

처리구는 약 30% 제어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병용처리에서는 감귤 푸른곰팡이가 약 80%이상 

제어됨. 

그림 53. 감마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감귤 푸른곰팡이병 박스별 제어 실증연구 

아.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에 따른 검역 공정 개발

(1) 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일본 수출 화훼류(장미, 국화, 백합) 공정 연구

 (가) 연구방법

 ① 2014년 4월 4일∼5일 및 8월 8일∼10일 세부1과제에서 오사카부립대학교 수출화훼류 품종 

방사선 조사 현지실증연구와 함께 진행을 하였음. 방사선과 NaDCC를 이용한 병용처리 실증연

구 결과를 이용하여 일본으로 수출되어지는 장미(4품종), 국화(2품종), 백합(1품종)에 정읍 첨단

방사선 연구소 조사시설에서 화훼류 병용처리 조건인 감마선 150 Gy와 NaDCC 50 ppm 병용처

리 실시 및 흡수선량 측정 후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해 일본 오사카부립대학교로 수출되어짐.

② 정읍 첨단방사선연구소 조사시설에서 조사 된 화훼류 수출박스에 Alanine Dosimeter를 부착

하여 흡수선량을 확인한 결과 목표선량(150 Gy)에 평균오차±10% 미만으로 처리됨을 확인함. 

③ 일본 화훼류 현지실증연구 결과 오사카부립대학교에서 오사카 시민을 대상으로 한 품평회

시 연구에 사용되었던 장미, 국화, 백합에서 생리적변화 및 저장성병원균 검출 없었음 (1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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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참조)

             

그림 54. 방사선 융·복합 기술이용에 따른 일본 화훼류 검역 공정 개발

 

차. 방사선 병용처리법 지침(안) 마련(수출농산물 6종 이상)

 (1) 공통내용

  (가) 감마선 조사는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 사용하였으며 600 Gy/hr 조사하였음. 

  (나) NaDCC는 실험 진행시 항상 신선한 Solu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음. 

품 목 병원균 병용처리 조건(안)

과실 

및 

채소류

파프리카 Botrytis cinerea ·NaDCC 3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400 Gy 조사

배 Penicillium expansum ·NaDCC 7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200 Gy 조사

감귤 Penicillium italicum ·NaDCC 10 ppm에 3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400 Gy 조사

고구마 Rhizopus stolonifer ·NaDCC 1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600 Gy 조사

화훼류

장미 Botrytis cinerea
·NaDCC 70 ppm 30 mL(3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이 

살포 후 감마선 200 Gy 조사

국화 Botrytis cinerea ·NaDCC 70 ppm 150 mL(15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이 살포 

백합 Botrytis elliptica
·NaDCC 100 ppm 100 mL (5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이 

살포 후 감마선 150 Gy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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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가 백합 잎마름병 및 절화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연

구 (제2세부 위탁과제 1, 선문대학교)

1. 3가지 수출용 백합 품종에 저선량(0~600 Gy) 감마선 처리시 품질변화

가. 생중량 (Biomass)

1) 방사선 처리 직후 생중량을 100으로 했을 때 생중량의 상대적 감소를 2주간 평가.

2) 백합 수확부터 수출국에서 유통되는 일주일, 소비자가 꽃을 보는 일주일로 잡고 2주간의 

생중량 변화를 추정.

3) 2주후 생중량은 60%까지 떨어지며, 화이트컵 외에는 감마선에 따른 생중량 저해가 통계

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그림 1. 3가지 백합 품종에서 절화 후 저선량 감마선 처리 시 생중량 변화

나. 물 소비량 (Water consumption)

1) 방사선 처리하지 않은 10개 백합의 물 소비량은 품종에 따라 350~420 ml였던 반면, 감마

선 처리한 백합의 물 소비량은 White cup과 Sheila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Siberia 품종은 감마선 처리 효과 없었음.

2) 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한 절화백합이 생리과정이 저해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 소비량은 

줄지 않았음.

그림 2. 3가지 백합 품종에서 절화후 저선량 감마선 처리 2주후 물 소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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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엽록소 함량 (Chlorophyll contents)

1) 백합 잎이 절화 후에도 푸르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절화 후 보관기간 중 엽록소 함량

도 품질 평가에 중요.

2) 0~600Gy 까지의 저선량의 감마선 처리 직후 엽록소 파괴에 따른 함량 저해는 발생하지 

않음.

3) 2주간 냉장보관하면서 각 선량에 따른 엽록소 함량은 White cup 품종은 약간의 변화가 

보이나 Sheila와 Siberia 품종에서는 감마선 처리와 무처리의 차이는 거의 없음.

그림 3. 저선량 (0~600Gy) 감마선 처리 직후 3가지 백합 품종의 엽록소 함량 변화.

그림 4. 3가지 백합 품종에서 저선량 (0~600Gy) 감마선 처리 후 2주간 엽록소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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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화율 (rate of flowering)

1) 0~600Gy 저선량 감마선 처리에 따른 후 꽃 병에서 개화율 차이 평가.

2) 600Gy의 비교적 고선량에서는 7일까지 개화가 진행되나 그 이상의 개화는 진전되지 않

은 반면, 무처리에서는 개화율이 80% 까지 증가하였고, 200과 400Gy에서는 6-70%가 개

화하였음. 즉 저선량은 7-14일까지 개화진전에 영향을 주었음.

그림 5. 시베리아 품종에서 감마선 처리 7-14일 후 꽃병에서 전체 꽃 봉오리 중 개화한 꽃의 

비율.

2. 고선량 감마선 처리에 따른 백합 약해 반응 및 백합 잎마름병원균 항균력 평가.

가. 온도와 감마선 선량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원균 (Botrytis elliptica)의 고체 배지에서 균사

생장.

1) 표준 백합잎마름병원 균주 Botrytis elliptica No. 43461을 400, 800, 1200, 1500, 2000Gy 

까지 조사한 후 균사절편을  16, 19, 22, 25, 28℃에서 약 3-7 일간 측정.

2) 2000Gy 까지 선량을 증가시켰으나 감마선은 병원균 균사를 죽이지 않은. 다만 높은 선

량에서는 무처리에 비해 약 2일 정도 생장이 늦어지는 저해효과를 확인.

그림 6. 고선량 감마선 균사 처리한 균사를 각 온도별로 배양한 균사 생장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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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고선량의 감마선 처리에 따른 품종별 백합의 약해반응

1) 1,000 및 2,000 Gy으로 감마선 조사를 늘렸을 때 개화하지 않은 초록 꽃봉오리 끝이 갈

색으로 말라가는 현상이 가장 보편적으로 보였으며,

2) 일부에서는 꽃대가 꺾여 개화 과정이 진전되지 않았다.

3) 또한 초록색 꽃봉오리가 원래의 꽃잎 색인 흰색으로 색의 변화는 진행되었으나, 약간의 

개화 이후 더 이상의 만개로의 진전이 막히거나, 흰색의 꽃봉오리가 갈색으로 마르는 증

상이 보였다.

그림 7. 고선량의 감마선이 백합 꽃봉오리에 주는 약해 증상들.

3. 감마선 및 MtBr 대체제들의 백합 잎마름병원균에 대한 항균력 평가.

가. 백합 잎마름병균의 감마선에 대한 D10 value 

1) 0~2,000Gy 까지 감마선을 잎마름병원균 포자 현탁액에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억제하는 

감마선량 D10을 결정.

2) 회귀식의 기울기로 추정되는 D10 값은 약 520 Gy로 평가됨. 이는 다른 병원균과의 

감마선에 대한 상대적인 감수성을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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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감마선 증가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균 포자 수 감소 및 회귀직선 분석.

나. MtBr 대체제(NaDCC 및 두 가지 나노입자)에 대한 백합 잎마름병균 항균활성 능력 평가 

1) NA와 NSS는 나노입자이며 NaDCC는 의약용으로 활용되는 소독제이다.

2) 세 가지 모두 0, 10, 20, 30, 40, 50ppm을 처리하여 병원균 포자 수 감소로 항균력을 확인

한 결과 NaDCC의 항균 활성 능력이 나노입자인 NSS, NA 보다 비교적 높았다.

3) 융복합 제제는 30-40ppm까지는 농도 증가에 따른 포자 발아 저해가 뚜렷하지 않으나 

4-50ppm에서는 저해가 뚜렷하였다.

4) 3가지 융복합 MtBr 대체제를 비교한다면, NaDCC가 가장 월등하였으며, 그 뒤에는 Na였

고 NSS의 항균 활성 능력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9. 세가지 융복합 제제의 농도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원균 포자 활성 저해. 

마지막 패널은 3가지 융복합 제제를 비교,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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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마선과 MtBr 대체제인 NA 나노입자의 융복합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균 항균활성 

능력 평가 

1) 공시한 3가지 융복합 항균 제제를 0, 10, 20, 30, 40, 50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

을 0, 200, 400Gy로 조사시켰을 때 백합 잎마름병원균의 포자 활성을 평가하였다.

2) 0~30ppm까지는 감마선 처리에 따른 살균저해능의 효과가 높지 않았으나, 40ppm의 Na 

처리된 포자들의 감마선 증가에 따른 포자활성 저해가 뚜렷하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

다.

3) 따라서 Na와 감마선을 동시에 처리하는 발병 제어시에는 40ppm의 Na 농도를 권장할 수 

있으며, 비록 400Gy의 항균력이 뛰어나나, 백합의 약해를 감안한다면, 200Gy 감마선을 

융복합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처리 방안이라고 추천할 수 있다.

그림 10. Na를 0-50ppm까지 농도별로 전처리 후 감마선을 0, 200, 400 Gy 처리하는 

융복합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원균 포자 활성 저해. 

라. 감마선과 MtBr 대체제인 NSS 나노입자의 융복합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균 항균활성 

능력 평가 

1) 공시한 NSS 나노입자를 0, 10, 20, 30, 40, 50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Gy로 조사시켰을 때 백합 잎마름병원균의 포자 활성을 평가하였다.

2) NA와 마찬가지로 0~30ppm까지는 감마선 처리에 따른 살균저해능의 효과가 높지 않았

으나, 40ppm의 NSS 처리된 포자는 100% 사멸되어 감마선 증가에 따른 포자활성 저해가 

뚜렷하였다.

3) 따라서 NSS와 감마선을 동시에 처리하는 발병 제어시 40ppm의 NSS 농도를 권장할 수 

있으며, 비록 400Gy의 항균력이 뛰어나나, 백합의 약해를 감안한다면, 200Gy 감마선을 

융복합 처리가 바람직하다.



- 368 -

그림 11. NSS를 0-50ppm까지 농도별로 전처리 후 감마선을 0, 200, 400 Gy 처리하는 

융복합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원균 포자 활성 저해. 

마. 감마선과 MtBr 대체제인 NaDCC의 융복합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균 항균활성 능력 

평가 

1) 공시한 NaDCC를 0, 10, 20, 30, 40, 50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Gy

로 조사시켰을 때 백합 잎마름병원균의 포자 활성을 평가하였다.

2) NA, NSS와 마찬가지로 0~30ppm까지는 감마선 처리에 따른 살균 저해능의 효과가 높지 

않았으나, 40ppm의 NaDCC 처리된 포자는 급격히 사멸되었으며 특히 200과 400Gy 감마

선은 비슷한 사멸효과를 보였다. 

3) 융복합제제 단독처리한 이전 연구와 마찬가지로 융복합제제들 중 나노입자들보다는 

NaDCC와 감마선을 융복합 처리하였을 때, 병원균의 항균효과는 가장 컸다. 또한 40ppm

의 처리가 가장 바람직하였다.

그림 12. NaDCC를 0-50ppm까지 농도별로 전처리 후 감마선을 0, 200, 400 Gy 처리하는 

융복합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원균 포자 활성 저해. 

바. 감마선 선량에 따른 3가지 MtBr 대체제들의 융복합 처리의 백합 잎마름병균 항균활성능

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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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200, 400Gy를 기준으로 세가지 대체제들의 포자발아 저해를 비교 평가하였다.

2) 추천한 200Gy에서의 대체제들의 항균력은 40ppm에서 NaDCC가 가장 항균력이 높았다.

3) 만일, 400Gy를 기준으로 한다면, 추천할 가장 항균활성이 높은 것은 NaDCC가 아니라 

나노입자 들이다.

그림 13. 감마선 선량별로 세가지 대체제와 감마선의 융복합 처리시 백합 잎마름병균 항균력 비교.

사. MtBr 대체 훈증제인 EDN에 대한 백합 잎마름병균 균사생장 저해 평가. 

1) 동부한농에서 개발 중인 대체 훈증제 EDN에 대한 백합잎마름병균의 균사생장 저해를 

농도별로 처리 후 측정하였다. 처리한 농도는 0 (control), 1, 2, 3, 4 g/m3이었다.

2)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균사생장율은 떨어졌으며, 특히 4 g/m3이 처리된 균사는 아예 생

장을 멈추었다.

그림 14. EDN 농도별 처리 후 백합 잎마름병균 균사 생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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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측정 최종일인 7월 23일과 그 전날인 22일 무처리된 균사 콜로니 크기는 약 80mm 였으

며 무처리에 대해 EDN 농도별로 균사생장 저해율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아래의 표를 평

가하면, 마지막일의 경우 3g/m3까지는 30%의 저해였으나 4 g/m3을 처리한 것은 96%로 

제어하였다.

표 1. EDN 농도별 처리에 따른 무처리 대비 균사 생장 상대적 비율

4. 감마선과 제시된 융복합제제들 40ppm처리시 이병 백합 조직에서 발병 억제력 평가.

가. 대체제만을 단독 처리하였을 시 절편 잎에서 백합 잎마름병 방제 평가 (1차~3차 실험)

1) 지금까지 제시된 백합 잎마름병균 이온화에너지 처리 직전에 처리할 수 있는 제제로는 

나노입자인 NA, NSS 그리고 화학제제인 NaDCC와 기존에 광범위 항균력을 보이는 

NaOCl과 에탄올을 이병 백합 잎 절편에 각각 권장농도별로 분무처리하여 발병정도 

(incidence %, 처리된 잎 중 병반이 보이는 비율)와 무처리 incidence에 대한 상대적인 방

제가를 1차부터 3차까지 실시하였다.

2) 동일한 실험에 대한 반복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이유는 발병이 균과 기주인 잎 두 가지 

요인 뿐만 아니라 실험자가 제어할 수 없는 많은 요인이 관여하므로 발병을 정량화하고 

실험한 결과의 일관성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처리에 대한 상대적인 값인 방제가를 제

시하여야 하며, 여러차례의 동일한 반복 접종 실험을 통한 발병율을 비교하여야만, 처리

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

3) 따라서 처리한 반복별로 결과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5. 대체제로 고려된 다양한 대체제를 백합 이병엽에 처리시 발병 일자별 발병량 및 

방제가 변화 - 1차

4) 그림 15의 1차 발병실험을 보면 NaDCC는 발병이 없었으며 따라서 방제가도 100%로 완



- 371 -

벽한 방제를 보였다.

5) 나노입자인 NSS는 약 20%의 발병율(incidence)으로 진전하여 무처리 발병율인 70%보다 

방제가 잘 되었다.

6) 일반적으로 항균력을 보이는 화학제제인 에탄올이나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50%의 방제

가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융복합제제인 NaDCC와 NSS가 기존의 광범위 

살균제들인 에탄올 차아염소산보다 항균력이 좋았다.

그림 16. 대체제로 고려된 다양한 대체제를 백합 이병엽에 처리시 발병 일자별 발병량 및 

방제가 변화 - 2차

7) 앞서 1차 발병실험보다는 2차 발병 실험에서의 잎마름병 발생이 빠르게 진전되었고, 

NaDCC는 가장 항균력이 높았으나 방제가가 약 90%였는데, 다른 처리에 비해 가장 높게 

유지되다가 최종일에는 NA와 같은 항균력을 보였다.

8) 반면, NSS는 1차실험보다는 항균력이 크게 떨어져서 광범위 항균제인 차아염소산 나트

륨과 거의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가장 항균력이 떨어진 것은 에탄올 이었다.

  

그림 17. 대체제로 고려된 다양한 대체제를 백합 이병엽에 처리시 발병 일자별 발병량 및 방제

가 변화 - 3차

9) 1, 2차 실험과 마찬가지로 NaDCC의 항균력이 비교적 높았으나, 접종 12, 14일에 이르러

서는 NA, NSS와 비슷하였다.

10) 나노입자나 NaDCC에 비해 에탄올, 차아염소산 나트륨은 항균력이 떨어졌다.

11) 발병 정도는 반복이 진행됨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체로 NaDCC가 가장 이병엽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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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병 제어력이 컸다.

나. 대체제와 감마선 융복합 처리시 절편 잎에서 백합 잎마름병 방제 평가 (1차) - 상처접종

1) 먼저 백합 잎 절편에 병원균으로 감염시킨 후, 24시간이 지났을 때 대체제를 처리하고 

이후 감마선을 200Gy 혹은 400Gy를 처리하였다.

2) 백합 잎 절편에 감염시킬 때 발병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상처접종을 수행하였는데, 이

는 병원균의 감염 능력을 볼 수 없는 한계가 있으나 감염 성공후 잎 조직에서 항균력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실험이다.

3) 200Gy처리와 400Gy 처리시 항균제제를 처리하지 않는 무처리 대비 감마선 융복합처리

는 400 Gy에서 처리에 따른 항균력이 뚜렷하였다.

4) 현실적 대안인 200Gy 처리시 NaDCC 40ppm과의 융복합 처리가 가장 발병 억제가 컸다.

5) NA, 나노 입자 처리는 200Gy 감마선 단독처리 효과보다 낮은 효과를 보였으며 NSS가 

NA보다는 항균력이 컸다. 

그림 18. 상처접종한 백합 이병엽에 대체제와 감마선 융복합 처리시 일자별 발병 변화 - 1차

다. 대체제와 감마선 융복합 처리시 절편 잎에서 백합 잎마름병 방제 평가 (1차) - 분무접종

1) 분무접종의 실험도 상처접종 실험과 마찬가지로 발병을 24시간 전에 시킨 후, 이병엽에 

대체제를 40ppm으로 처리하여 200Gy와 400Gy 감마선으로 융복합 처리한 것이다.

2) 분무접종은 상처를 내지 않고 포자현탁액을 잎 뒷면에 분무한 것으로서 병원균의 포자

가 스스로 침입해서 성공적으로 감염할 수 있는 정도를 알 수 있는 실험이다.

3) 따라서 상처접종에 비해 자연상태에 더 유사한 실험 방법이긴 하나, 상처 주변에서의 병

반 진전보다는 다수의 포자가 떨어진 곳에서 얼마나 많이 작은 병반의 개수를 만들게 

되느냐가 감염 성공을 말해주는 것이다.

4) 발병의 성공여부를 측정하여 전체 잎에 대해 성공한 잎의 비율을 측정하는 상처접종에 

비해 분무접종은 병반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가 훨씬 까다롭고 복잡하다. 따라서 본 연

구진은 다음과 같은 발병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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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분무한 잎에서 보이는 병반들의 면적율에 따른 rate.

그림 19. 분무접종한 백합 이병엽에 대체제와 감마선 융복합 처리시 일자별 발병 변화 - 1차

5) 200Gy 감마선으로 융복합 처리한 실험의 경우 무처리보다 NSS 처리한 이병엽에서의 발

병이 먼저 진행되었고, 그 다음에 무처리 control에서의 발병이 진행되었다. 다른 실험에

서와 마찬가지로 NaDCC를 전처리한 이병엽에서의 발병이 가장 늦게 시작되었고 유일하

게 rate 3에서 그쳤고 나머지 접종 처리는 무처리와 마찬가지로 높은 발병을 보였다.

6) 400Gy 감마선 처리한 분무접종 실험은 무처리에서의 발병이 가장 극심하였고 NSS, NA, 

NaDCC 순으로 발병이 진행되어 NaDCC는 발병을 저해하는 가장 적절한 전처리 융복합 

대체제였다.

7) 이 연구는 같은 방법으로 향후 2-3차례 지속할 예정이며, 잎 절편이 아니라 절화 백합을 

통째로 처리하는 발병 실험도 계획 중이다. 현재로서는 절화백합에 발병과 대체제, 감마

선의 융복합 처리를 몇차례 시도하였으나 백합에서의 발병을 정량화할 수 있을만큼 실

험 방법이 안정화되지 않아, 내년도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차년도 연구 결과

5. 수출용 백합 3품종에 목표 선량 200 Gy 감마선과 화학대체제 융복합 처리 후 발병 평가

가. 절화백합 잎에서의 발병율(Incidence)와 발병도(Severity)

1) 시베리아, 르네브, 소르본느 등 3가지 주요 수출용 절화백합에 백합 잎마름병 병원균을 

인위접종 후 24hr 습실. 

2) NaDCC 40ppm, NSS 40ppm, 혹은 화학대체제를 처리하지 않은 control의 조합으로 목표

선량 200 Gy 감마선에 조사(irradiate)하여 총 6처리.

3) 감마선 처리는 총 6회 실시. 매 조사시 처리당 3송이 백합에 처리하여 총 324 송이 절화 

백합에서 발병 평가.

4) 발병율(incidence)은 송이 당 9개 잎을 3송이씩 전체 조사 대상 잎 중 발병한 잎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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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평가

5) 발병도(severity)는 발병한 잎을 0%, 1-24%, 25-50%, 51-75%, 76% 이상 등 0~4의 정도로 

평가 후 발병도 계산.

6) 발병율은 르네브, 시베리아, 소르본느 순으로 심각하게 발병하였으나, 6가지 처리에 따

른 차이가 없음.

7) 발병도는 르네부와 시베리아에서는 처리간 차이가 없으나, 소르본느에서는 화학대체제

의 종류와 상관없이 감마선 처리가 발병도를 낮춤.  

나. 절화백합 꽃잎에서의 발병율(Incidence)와 발병도(Severity)

1) 실험에 사용한 백합 꽃잎은 백합 잎의 발병율, 발병도 실험(그림 1)과 같은 절화 백합에

서 측정. 

2) 발병율(incidence)은 송이에 있는 꽃봉오리를 최하단부터 3개까지 한 봉우리에 최대 6개 

잎에서 발병 평가. 

3) 발병도(severity)는 발병한 꽃잎이 0%, 1-24%, 25-50%, 51-75%, 76% 이상 등 0~4의 정도

로 평가 후 발병도 계산.

4) 꽃잎에서의 발병율은 잎과는 달리 소르본느가 가장 심각하였고 시베리아, 르네부가 가

장 발병이 낮았으나, 감마선 단독 혹은 융복합 처리는 꽃잎의 발병율을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억제시키지 못하였다. 6가지 처리에 따른 통계적 차이 없음.

5) 꽃잎에서의 발병도는 세 품종 모두 40%이하로 낮았으며, 감마선 및 화학대체제 융복합 

처리는 꽃잎의 발병도를 낮추지 못하였다. 6가지 처리에 따른 통계적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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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마선 처리에 따른 경시적 엽록소 함량 변화 (Chlorophyll contents : SPAD)

1) 꽃잎이 시드는 것뿐만 아니라 화병에 담긴 절화류의 잎이 황변하는 것은 엽록소 함량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200 Gy 감마선을 처리했을 때 엽록소 함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감마선 처리 직후 (1 DAI : days after irradiation)와 12일 후에 SPAD로 측정.

2) 세 품종 모두 처리 직후는 50-70 정도였으며 감마선에 의한 급격한 엽록소 파괴는 없었다.

3) 12일 후 시베리아와 소르본느 품종에서는 경시적으로 엽록소 함량이 줄어든 반면, 르네

부 잎에서의 엽록소는 다른 품종에 비해 경시적 엽록소 파괴가 없었다.

4) 감마선을 처리한 잎에서 12일 후 엽록소 함량은 처리하지 않은 것에 비해 대체로 10 정

도 낮게 나타났으나 같은 12일 후의 함량간에는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 376 -

라. 만개기간 (Days of fully opened lily flower)

1) 수출용 절화 백합 한 송이에는 보통 3-5개의 꽃봉오리가 있는데, 맨 아래 꽃봉오리가 가

장 빨리 발육하고 오랜 기간 꽃을 핀다. 또한 이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관상 품질이 급

격히 떨어지므로 최하단(the lowest), 하단(low), 중단 (middle) 꽃봉오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활짝 핀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 실험전, 일부에서 감마선을 포함한 이온화에너지 처리는 절화류의 관상수명을 연장한다

는 견해도 있었다.

3) 만개기간의 연장은 시베리아의 하단과 중단에서 약간 나타났으나, 르네브와 

소르본느에서는 감마선 처리에 따른 만개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없었다.

마. 만개에 이르는 개화과정 기간 (Days of opening lily flower)

1) 만개기간이 길다는 것은 역으로 만개 직전까지 개화 과정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개기간 연장이 만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때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시베리아 품종의 경우, 200 Gy의 감마선 처리가 하단과 중단의 꽃봉오리에서 

만개기간을 1-2일 연장하였는데, 그것은 개화준비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만개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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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초기 생중량 감소 (Biomass)

1) 절화 백합에 각종 처리를 한 후 보존 기간을 알아보는데, 생중량은 화병에 있는 물을 얼

마나 빨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와 관련이 있고, 생중량을 유지할수록 육안으

로 볼 때 덜 말라보이고 싱해 보인다.

2) 시베리아와 르네부는 무처리에 비해 감마선을 처리했을 때 현저히 생중량의 감소가 보

이며 안으로도 훨씬 말라보인다. 

6. 수출용 백합 3품종에 목표선량 200 Gy 엑스선과 화학대체제 융복합 처리 후 발병 평가

감마선은 이온화 에너지 중 투과력이 비교적 높고 단기간에 많은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반면, 엑스선은 감마선에 비해 투과력은 낮으나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되어있는 

분야이다. 같은 품종의 식물체와 같은 계통의 백합 잎마름병균을 이용해 감마와 엑스선의 두 

이온화 에너지를 같은 목표선량(200Gy)으로 조사하여 방제 효과를 비교함으로써 수출 

현장에서의 실용화에 많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어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감마선과의 비교를 위해 같은 화학대체제와 같은 절화백합 기주품종, 같은 병원균을 

사용하였으며 발병 실험도 감마선과 1달 이내(2014년 2월부터 3월까지) 5회에 걸쳐 

조사(irradiate)하여 거의 비슷한 시기에 수행하였다.  

가. 절화백합 잎에서의 엑스선 처리에 따른 발병율(Incidence)와 발병도(Severity)

1) 시베리아, 르네브, 소르본느 감마선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세가지 수출용 절화백합에 백

합 잎마름병 병원균을 인위접종 후 24hr 시간동안 상대습도 100%에서 19도로 온도를 유

지하면서 습실 처리하였다. 

2) NaDCC 40ppm, NSS 40ppm, NaOCl 200ppm 혹은 화학대체제를 처리하지 않은 contro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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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위접종한 절화백합에 처리하여 목표선량 200 Gy 엑스선을 조사하였다. 따라서 처리는 

총 8처리.

3) 엑스선 조사는 총 5회 실시하여 각 처리당 3송이의 백합을 처리하여 360 송이의 백합에 

발병 평가를 실시.

4) 발병율(incidence)과 발병도(severity)는 감마선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평가하

였음.

5) 발병율은 르네브, 시베리아, 소르본느 순으로 심각하였으나, 6가지 처리에 따른 차이가 

없음.

6) 발병도도 세가지 품종 모두 20% 내외로 낮았고 엑스선 혹은 엑스선과 화학제의 융복합 

처리가 잎에서 잎마름병 발병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없었

다.  

나. 절화백합 꽃잎에서의 엑스선 융복합 처리에 따른 발병율(Incidence)와 발병도(Severity)

1) 실험에 사용한 백합 꽃잎은 백합 잎의 발병율, 발병도 실험(그림 7)과 같은 절화 백합에

서 측정. 

2) 발병율(incidence)은 송이에 있는 꽃봉오리를 최하단부터 3개까지 한 봉우리에 최대 6개 

잎에서 발병 평가. 

3) 발병도(severity)는 발병한 꽃잎이 0%, 1-24%, 25-50%, 51-75%, 76% 이상 등 0~4의 정도

로 평가 후 발병도 계산.

4) 꽃잎에서의 발병율은 세 품종에서 60~80%로 많은 꽃잎에서 병징이 확인되었으나, 엑스

선의 단독 혹은 융복합 처리는 꽃잎의 발병율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병을 억제시키

지 못하였다. 8가지 처리에 따른 통계적 차이 없음.

5) 꽃잎에서의 발병도는 세 품종 모두 30% 내외로 낮았으며, 감마선 및 화학대체제 융복합 

처리는 꽃잎의 발병도를 변화시키지 못하였다. 8가지 처리에 따른 통계적 차이 없음. 

6) 즉, 엑스선의 단독처리 혹은 선발된 몇가지 화학대체제와의 융복합 처리를 인위접종 이

후에 실시하였으나, 발병이 현저히 낮아지는 효과를 보이는 처리는 없었다.

다. 엑스선 처리에 따른 경시적 엽록소 함량 변화 (Chlorophyll contents : SP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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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꽃잎이 시드는 것뿐만 아니라 화병에 담긴 절화류의 잎이 황변하는 것은 엽록소 함량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200 Gy 엑스선 처리시 엽록소 함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처리 직

후(1 DAI)와 12일 후에 SPAD로 측정.

2) 세 품종 모두 처리 직후는 50-60 정도로 비슷하였으며 엑스선이 급격히 백합 잎의 엽록

소를 파괴시키지 않았다.

3) 12일 후 시베리아와 소르본느 품종에서는 경시적으로 엽록소 함량이 줄어든 반면, 르네

부 잎에서의 엽록소는 다른 품종에 비해 경시적 엽록소 파괴가 없었다. 이는 감마선 실

험에서의 무처리 결과와 같았다.

4) 엑스선을 처리한 잎에서 12일 후 엽록소 함량 변화는 르네부에서 20 이상 급격한 차이

를 보인 반면 소르본느와 시베리아는 엑스선 처리에 따른 엽록소 파괴는 없는 것으로 

보였다. 

          

라. 만개기간 (Days of fully opened lily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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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용 절화 백합 한 송이에는 보통 3-5개의 꽃봉오리가 있는데, 맨 아래 꽃봉오리가 가

장 빨리 발육하고 오랜 기간 꽃을 핀다. 또한 이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관상 품질이 급

격히 떨어지므로 최하단(the lowest), 하단(low), 중단 (middle) 꽃봉오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활짝 핀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 실험 전, 일부에서 엑스선도 감마선과 마찬가지로 절화류의 관상수명을 연장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3) 감마선과는 달리 엑스선에 따른 만개기간 연장은 시베리아 중단 봉오리에서 0.5일, 르네

부 중단에서 약 2일 정도 만개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품종과 봉오리 

위치에서의 만개기간 연장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만개에 이르는 개화과정 기간 (Days of fully opened lily flower)

1) 만개기간이 길다는 것은 역으로 만개 직전까지 개화 과정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개기간 연장이 만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때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시베리아 품종의 중단 꽃봉오리의 경우, 200 Gy의 감마선 처리가 개화과정을 단축시켰

으며 그림 10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는 개화기간의 연장의 효과로 나타났다. 즉 개화를 

촉진시켜 오랜 기간 개화된 꽃을 즐길 수 있는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3) 르네부도 엑스선이 0.5~1일 정도 개화 준비 과정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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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초기 생중량 감소 (Biomass)

1) 감마선과 마찬가지로 엑스선을 처리한 수출용 절화 백합도 마름의 현상을 보이면서 생

중량이 급격히 감소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 시베리아와 소르본느의 경우 경시적 생중량 감소가 보였지만 엑스선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리 구간에서 보이는 생중량 감소의 패턴과 거의 비슷하여 엑스선 처리에 따른 뚜렷

한 마름 현상이나 생중량의 감소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3) 반면, 르네부의 경우 감마선에서 보였던 이온화에너지 처리에 따른 생중량의 감소가 뚜

렷한 것을 볼 수 있었다.

7. 같은 목표선량인 200 Gy 감마선과 엑스선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 총평 및 두 이온화 

에너지 처리에 따른 약해(phytotoxicity) 평가. 

가. 백합 잎에서의 발병율와 발병도
1) 감마선의 경우, 세 품종간 발병율는 차이가 컸으나, 감마선과 화학대체제의 6가지 조합 

처리 간의 발병율은 차이없음. 

2) 200 Gy 감마선 단독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 억제효과 : 소르본느에서만 1-20% 발병 

억제함. 

3) 반면 엑스선의 경우, 세 품종간 발병율과 발병도 차이는 크지 않았고, 엑스선 단독 혹은 

화학대체제와의 병용처리가 잎마름병 발병을 억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4) 200 Gy 엑스선과 감마선을 비교한다면 감마선 처리가 엑스선보다는 약간 더 억제효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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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백합 꽃잎에서 발병율와 발병도
1) 감마선 처리에서 꽃잎에서 마름병 발병은 대체로 잎보다 발병 정도는 심각했으나 

품종간 발병 차이는 잎보다 낮았다. 
2) 엑스선도 마찬가지로 꽃잎에서 발병이 잎보다 심각했으며 품종간 발병 차이는 다소 

있었다. 
3) 엑스선 단독 혹은 화학 대체제와의 융복합 처리가 꽃잎 발병을 억제하리라는 기대를 

충족하기 어렵다. 
4) 결과적으로 200 Gy 감마선과 엑스선 모두 백합 잎마름병 억제효과 : 거의 없다.

다. 백합 꽃잎의 엽록소 함량 변화
1) 감마선 조사 직후 이온화 에너지 처리에 따른 엽록소 함량은 변화가 없었다. 
2) 감마선 조사 12일 후 처리 무처리의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감마선 처리한 잎은 

무처리에 비해 2-30% 정도 낮음. 
3) 엑스선 조사 직후 엽록소 함량은 변화가 없었고, 경시적인 엽록소 함량 변화는 세 

품종에 모두 발견. 
4) 엑스선 조사 12일 후 르네부와 소르본느 품종에서는 무처리와 비교 시 엑스선 처리한 

잎은 무처리에 비해 엽록소 함량이 더욱 감소됨.

라. 백합 꽃의 만개 기간 변화 (각 송이별 최하단, 하단, 중단 꽃 봉오리 비교) 
1) 감마선 처리에서 최하단은 5-6일 만개, 하단과 중단은 최하단보다 1-2일 만개기간이 

단축. 감마선 처리에 따른 만개기간 연장 (하단, 중단 부분) : 시베리아 품종에서 0.5~2일 
연장. 

2) 르네부 품종은 연장효과 거의 없음. 소르본느는 약간 연장. 가장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하단의 경우는 만개 연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단축되었다.

3) 엑스선 처리에서는 최하단, 하단은 5일 만개, 중단은 하단보다 2일 만개기간이 단축.
4) 엑스선 처리에 따른 만개기간 연장 (하단, 중단 부분) : 르네부 약 2일, 시베리아 0.5일 

연장. 가장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하단은 만개 연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단축, 감마선 결과와 비슷하였다.

마. 백합 꽃의 개화기간(개화 시작 후 ~ 만개 직전 기간) 변화 
1) 감마선 실험에서는 만개로 진행되는 기간은 시베리아의 경우 최하단이 가장 짧고, 그 다

음이 하단, 중단의 순임. 시베리아 품종에서 감마선 처리는 개화를 준비하는 기간을 

1~1.5일 단축하였으나, 나머지 두 품종에서 감마선 처리에 따른 개화기간 단축 효과는 

크지 않았다. 한편, 엑스선에서는 만개로 진행되는 기간은 세 품종 2-4일 이었으며 최하

단이 가장 짧고, 그 다음이 하단, 중단의 순임.

2) 시베리아 품종의 중단에서 엑스선 처리는 개화 준비 기간을 2일 단축하였고, 일부 르네

부 중단도 1일 단축하였다.  

바. 백합 송이 생중량 변화
1) 감마선 처리 안한 대조구는 2주에 걸쳐 8-90%의 생중량을 유지하는 한편, 르네부와 

시베리아에서 생중량은 르네부 50%, 시베리아는  70% 까지 감소하였다. 
2) 한편 엑스선 처리에서의 생중량 감소는 르네부 품종에서만 뚜렷한 감소를 보였을 뿐 

시베리아와 소르본느 품종에서 엑스선 처리에 따른 생중량 변화는 없었다.

사. 고선량 (1~2 kGy) 감마선에 따른 시베리아 품종 피해
1) 꽃봉오리 끝이 까맣게 타들어감. 목이 꺾임.개화가 진전되지 않고 초록색 봉오리로 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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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니면 초록색이 흰색으로 변하나 꽃봉오리에서 열리지 않고 개화가 진전되지 않는 

등의 현상이 보였음 (그림 13)

        Fig. 13. Phytotoxicity on high doses of gamma ray on cv. Siberia.

아. 200 Gy 감마선과 엑스선 목표선량 조사에 따른 주요 수출 절화백합 품종 피해 비교
1) 같은 200 Gy 목표선량으로 조사한 감마선과 엑스선 두 이온화 에너지에 따른 수출용 

백합 품종의 피해는 다소 달랐다. 
2) 특히 꽃잎이 흰색인 시베리아에 비해 분홍색이 짙은 르네브와 소르본느 품종에서의 

탈색이 심각하였는데, 이는 장차 수출시에 클레임이 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유색 
품종의 백합에 이온화에너지를 조사할 경우 탈색을 주도 면밀하게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그림 14는 처리 2일과 7일 후 르네부 품종에서 보이는 탈색을 중앙의 무처리와 
감마선(왼쪽), 엑스선(오른쪽)으로 비교한 것이다. 7일 후 발생하는 탈색이 엑스선에서 
뚜렷한 반면 감마선은 약간 있었고 무처리에서의 탈색은 거의 없었다. 

4) 소르본느 품종에서도 르네부와 마찬가지로 탈색이 보였으며 x ray 처리에서의 탈색이 

감마선에서의 탈색보다도 더 심각하였다 (그림 15)



- 384 -

Fig. 14. Phytotoxicities of gamma and x ray on cv. Le neve after 2 and 7 days of irradiation. 

Petals were bleached by ionized energy.

Fig. 15. Phytotoxicities of gamma and x ray on cv. Sorbonne after 2 and 7 days of 

irradiation. Petals were bleached by ionized energy.

5) 수출용 오리엔탈 백합 품종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많이 팔리는 흰색의 시베리아 품종의 

경우 유색 품종이 아니어서 탈색은 없었으나 약간 시듦의 현상이 보이고 있으며 (그림 

16), 앞서 SPAD 자료에서 보인 바와 같이 시간의 경과에 따른 엽록소 함량 감소가 뚜렷

한 것을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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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Phytotoxicities of gamma and x ray on cv. Siberlia after 2 and 7 days of irradiation. 

Petals were bleached by ionized energy.

Fig. 17. Phytotoxicities of gamma and x ray on cv. Siberlia after 2 and 7 days of irradiation. 

Leaves were bleached by ioniz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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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화학대체제의 대안으로서 새로운 훈증제인 EDN의 백합 잎마름병 방제를 위한 약해 평가

화학 융복합 대제제의 대안으로서 여러 훈증제가 현재 활용 중인 메틸브로마이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수출용 절화 백합은 식용이 아니므로 까다로운 독성에 대한 염려는 없지만 

과실이나 다른 화훼류에 비해 조직이 얇고 연약하므로 화학 훈증제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곰팡이 병원균의 항균력을 보일 수 있는 높은 약량에서 약해가 우려된다. 실제 발병 평가에 

앞서 살균력이 기대되는 높은 약량 처리가 과연 수출용 백합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을지를 

알아보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가. EDN 훈증제 처리 방법 

1) 처리는 충남 논산 소재의 동부팜한농 처리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실시

하였다. 처리는 2014년 8월 14일, 22일, 27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실시되었다.

2) 처리 농도는 1차의 경우 무처리, 1g/m2, 2g/m2, 4g/m2의 농도로 1시간 훈증하였는데 약

해가 극심하여, 2차와 3차 실험에서는 같은 농도를 30분 훈증하여 dose를 반으로 줄였

다. 

3) 처리한 백합은 1차의 경우 시베리아, 메두사, 쉘라 3품종을 품종당 20 송이씩 총 60 송이

에 처리하였고, 2차와 3차에서는 시베리아와 메두사 두 품종을 각각 20 송이씩 처리하였

다(그림 18).

Fig. 18. Fumigation of EDN on lily cuttings.

나. EDN 훈증제 처리 농도에 따른 절화백합 잎과 꽃잎에서의 약해 사진

1) 잎에서의 약해는 처리 직후 수침상이 나타나다가 점차 면적이 확대된 후 수침되었던 

조직이 점차 괴사하여 옅거나 짙은 갈색으로 나타났다. 

2) 꽃봉오리의 경우 탈색, 갈변 등 색변화 뿐만 아니라 봉오리가 개화단계로 진행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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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높은 농도의 처리에서는 매우 흔하게 나타났다(그림 19-21).

Fig. 19. Phytotoxicity on cv. Medusa lily cutting on leaves and petals in each dose.

Fig. 20. Phytotoxicity on cv. Shelia lily cutting on leaves and petals in each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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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hytotoxicity on cv. Siberia lily cutting on leaves and petals in each dose.

다. 절화 백합 수출 품종별 EDN 훈증제 처리에 따른 잎과 꽃잎에서의 약해 발생율

1) 시베리아 품종은 잎에서는 병원균 균사 생장이 저해되는 4g/m3의 농도로 훈증시 

70~90%의 약해 발생을 보였고, 꽃잎은 이보다는 훨씬 약했는데 특히 1차에서는 4g/m3의 

농도를 제외하고는 약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그림 22).  대체로 잎에서의 약해가 꽃잎보

다는 약간 더 높다.  

Fig. 22. Incidence of phytotoxicity due to EDN on leaves (left) and petals (right) on cv. 

Siberia.

2) 메두사 품종에서는 잎에서의 약해가 1차와 3차에서 처리 농도에 따라 매우 높게 나타났



- 389 -

으며, 병원균 균사 생장이 저해되는 4g/m3의 농도에서의 약해 발생율이 90%까지 나타난 

반면, 꽃잎에서는 60%까지 약해를 보였다. 

3) 대체로 1차와 3차 실험에서의 약해가 심각하였다(그림 23). 또한 잎에서의 약해가 나타

나는 빈도가 꽃잎에서 나타나는 약해 빈도보다 더 높았다. 또한 시베리아보다는 메두사 

품종에서의 약해가 더 높게 나타났다.

Fig. 23. Incidence of phytotoxicity due to EDN on leaves (left) and petals (right) on cv. 

Medusa.

4) 쉘라 품종은 아쉽게도 1차에서만 약해 평가가 실시되어 반복 처리에 따른 비교는 어렵

지만 잎에서의 약해는 병원균 균사 생장이 저해되는 4g/m3의 농도에서 94%로서 메두사

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하였고, 꽃잎에서는 50%에 약간 못미치는 약해를 보였다. 쉘라도 

다른 품종과 마찬가지로 잎에서의 약해가 나타나는 빈도가 꽃잎에서 나타나는 약해 빈

도보다 더 높았다. 

Fig. 24. Incidence of phytotoxicity due to EDN on leaves (left) and petals (right) on cv. 

Shelia.

  3차 년도 결과

9. 수출용 백합 두 품종에 목표 선량 150 Gy 감마선과 농도별 NaDCC 융복합 처리 연구

가. 절화백합 꽃잎에서 발병율(Incidence)와 발병도(Seve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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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베리아, 소르본느 두 가지 주요 수출용 절화백합에 백합 잎마름병 병원균 포자현탁액

을 인위접종 후 24hr 습실. 

2) NaDCC 0, 40, 100, 200 ppm과 150 Gy 감마선을 조사하거나 하지 않은 조합으로 총 8처

리.

3) (① 0 Gy + water, ② 200 Gy + water, ③ 0 Gy + NaDCC 40 mg/l, ④ 200 Gy + NaDCC 

40 mg/l, ⑤ 0 Gy + NaDCC 100 mg/l, ⑥ 200 Gy + NaDCC 100 mg/l ⑦ 0 Gy + NaDCC 

200 mg/l ⑧ 200 Gy + NaDCC 200 mg/l)

4) 감마선은 총 3 회 실시. 2015년 1월 14일, 20일, 2월 26일 실시. 전북 정읍 원자력연구원.

5) 매 조사시 처리당 4송이 백합에 처리하여 4송이 * 8처리 * 2 품종 * 3회 조사 =  192송

이에서 발병평가

6) 발병율(incidence)은 송이에 있는 꽃봉오리를 최하단부터 3개까지 한 봉우리에 최대 6개 

잎에서 발병 평가. 

7) 발병도(severity)는 발병한 꽃잎이 0%, 1-24%, 25-50%, 51-75%, 76% 이상 등 0~4의 정도

로 평가 후 발병도 계산.

8) 꽃잎에서 발병율은 150 Gy 감마선 처리가 무처리에 비해 대체적으로 10% 이상 낮았다. 

(시베리아와 소르본느 공통). 방사선 병용처리 제언을 위해 제시할 감마선 150 Gy 와 

NaDCC 100 ppm 처리의 발병율은 감마선과 NaDCC를 처리하지 않은 발병율에 비해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그림 1, * 참조).

9) 꽃잎에서의 발병도는 발병율과는 달리 두 품종 모두 8처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볼 수 없었으나 발병율처럼 감마선 처리 구간이 대체로 처리하지 않은 것보다는 발

병도가 낮았다.

10) NaDCC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발병율과 발병도가 점차 감소하는 화학제제 농도 의존

형 발병 억제의 경향을 두 품종 모두에서 볼 수 없었다.

b~d. 150 Gy 감마선 처리에 따른 절화 백합의 vase life 조사 

11) 150 Gy의 감마선 처리가 절화 백합의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조사

12) 처리방법 : 감마선을 처리 한 후, 화병에 꽂기 전에 재절화하여 화병에 꽂은 후 상온에

서 10-14일간 품질 평가.

13) 감마선 처리 시기 및 처리한 절화 백합: 발병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5년 1월 14일, 20

일, 2월 26일 실시.

14) 처리한 절화 백합의 수 : 9송이 * 2처리 * 2 품종 * 3회 조사 =  108 송이

15) Chlorophyll contents (SPAD) : 2 품종; 0 / 150 Gy; right after / 10-d after irradiation

16) 만개기간 (완전히 꽃이 핀 상태를 유지하는 날짜)

17) 개화부터 만개 직전까지 꽃 봉오리 유지기간

18) Relative biomass (생중량 변화) – 초기 생중량 100%에서 시작하여 감마선 조사 5, 10일 

후 변화

나. 150 Gy 감마선 처리에 따른 경시적 엽록소 함량 변화 (Chlorophyll contents : SPAD)

1) 꽃잎이 시드는 것뿐만 아니라 화병에 담긴 절화류의 잎이 황변하는 것은 엽록소 함량의 



- 391 -

감소를 의미하는데, 150 Gy 감마선을 처리했을 때 엽록소 함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감마선 처리 직후 (1 DAI : days after irradiation)와 10일 후에 SPAD로 측정.

2) 두 품종 모두 처리 직후는 50-60 정도였으며 150Gy 감마선에 의한 즉각적인 엽록소 감

소는 없었다.

3) 10일 후 두 품종에서는 경시적인 엽록소 함량 감소를 보였지만, 10일 후 측정한 엽록소 

함량에서도 감마선 처리 여부에 따라 엽록소 함량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 만개기간 (Days of fully opened lily flower)

1) 수출용 절화 백합 한 송이에는 보통 3-5개의 꽃봉오리가 있는데, 맨 아래 꽃봉오리가 가

장 빨리 발육하고 오랜 기간 꽃을 핀다. 또한 이 꽃이 시들기 시작하면 관상 품질이 급

격히 떨어지므로 최하단(the lowest), 하단(low), 중단 (middle) 꽃봉오리가 얼마나 오랜 

기간 활짝 핀 상태를 유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2) 2014년 200 Gy 감마선 처리는 시베리아 품종에서 하단과 중단의 만개기간을 0.5~1일 증

가시켰다.  최하단, 하단은 7일 만개, 중단은 3일 정도 꽃이 만개하였다. (두 품종 모두 

비슷) 

3) 감마선 처리에 따른 만개기간 연장 – 감마선 처리/무처리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평균으로 볼 때, 

                            시베리아는 중단 꽃에서 약 1일 정도 만개한 기간이 연장,

                            소르본느는 하단, 중단에서 약 1일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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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개에 이르는 개화과정 기간 (Days of opening lily flower)

4) 만개에 이르는 개화과정 기간이 길 경우 상대적으로 만개기간은 짧아지는 경우가 많다. 

이를 확인하고자 실시하였는데, 

5) 비록 감마선 처리/무처리의 통계 비교 (t-test)에서는 차이가 없었지만, 시베리아와 소르

본느 둘 다 중단의 꽃에서 2일 정도 150 Gy 감마선 처리가 개화과정을 2일 가량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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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초기 생중량 감소 (Biomass)

1) 절화 백합을 화병에 담고 처리를 한 후 오랜기간 보존 여부를 알아보는데, 생중량은 화

병의 물을 얼마나 잘 빨아들일 수 있느냐와 관련이 있고, 생중량을 유지해야 싱싱함을 

오래 유지한다.

2) 두 품종 모두 감마선 처리와 상관없이 5일차에는 110%까지 증가하다가,  

3) 무처리에서 10일까지 거의 초기 생중량을 유지하였으며, 150 Gy 감마선 처리는 90~95%

까지 약간 생중량을 감소시켰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는 아니었다.  

10. 수출용 백합 두 품종에 목표 선량 150 Gy x선과 농도별 NaDCC 융복합 처리 연구

가. 절화백합 꽃잎에서 발병율(Incidence)와 발병도(Severity)

1) 시베리아, 소르본느 두 가지 주요 수출용 절화백합에 백합 잎마름병 병원균을 인위접종 

후 24hr 습실. 

2) NaDCC 0, 40, 100, 200 ppm과 150 Gy x선을 조사하거나 하지 않은 조합으로 총 8처리.

3) (① 0 Gy + water, ② 200 Gy + water, ③ 0 Gy + NaDCC 40 mg/l, ④ 200 Gy + NaDCC 

40 mg/l, ⑤ 0 Gy + NaDCC 100 mg/l, ⑥ 200 Gy + NaDCC 100 mg/l ⑦ 0 Gy + NaDCC 

200 mg/l ⑧ 200 Gy + NaDCC 200 mg/l)

4) 엑스선은 총 3 회 실시. 2015년 2월 26일, 3월 10일, 3월 13일 실시. 충북 서울방사선.

5) 매 조사시 처리당 4송이 백합에 처리하여 4송이 * 8처리 * 2 품종 * 3회 조사 =  192송

이에서 발병평가

6) 발병율(incidence)은 송이에 있는 꽃봉오리를 최하단부터 3개까지 한 봉우리에 최대 6개 

잎에서 발병 평가. 

7) 발병도(severity)는 발병한 꽃잎이 0%, 1-24%, 25-50%, 51-75%, 76% 이상 등 0~4의 정도

로 평가 후 발병도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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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꽃잎에서 발병은 대체로 감마선보다 낮았으며 두 품종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 

9) 시베리아 발병도의 경우 150 Gy x선이 0 Gy보다 발병도를 억제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10) NaDCC 농도별 처리에서 농도 증가에 따른 발병도와 발병율 저하는 보이지 않았다.

11) 대체로 감마선 처리에 비해 발병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 

    

       b~d. 150 Gy 감마선 처리에 따른 절화 백합의 vase life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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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처리방법 : 감마선을 처리 한 후, 화병에 꽂기 전에 재절화하여 화병에 꽂은 후 상온에

서 10-14일간 품질 평가.

13) 감마선 처리 시기 및 처리한 절화 백합: 발병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5년 2월 26일, 3월 

10일, 3월 13일 실시

14) 처리한 절화 백합의 수 : 9송이 * 2처리 * 2 품종 * 3회 조사 =  108 송이

나.  150 Gy x선 처리에 따른 경시적 엽록소 함량 변화 (Chlorophyll contents : SPAD)

1) 꽃잎이 시드는 것뿐만 아니라 화병에 담긴 절화류의 잎이 황변하는 것은 엽록소 함량의 

감소를 의미하는데, 150 Gy x선을 처리했을 때 엽록소 함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감마

선 처리 직후 와 12일 후에 SPAD로 측정.

2) 두 품종 모두 처리 직후는 50-60 정도였으며 150 Gy x선에 의한 급격한 엽록소 파괴는 

없었다.

3) 12일 후 시베리아 품종에서는 경시적 감소뿐만 아니라 x선에 의한 엽록소 함량의 감소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소르본느 품종에서는 경시적 함량 감소만

을 보였다. 

다. 만개기간 (Days of fully opened lily flower)

1) 200 Gy 감마선 처리는 절화류의 관상수명을 연장시켰다. 150 Gy x선에서도 만개기간 연

장이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2) 두 품종 모두 최하단, 하단은 8~10일 만개, 중단은 3~5일 정도 꽃이 만개하였다.

3) x선 처리에 따른 만개기간 연장 – 감마선 처리/무처리 간의 통계적 차이는 없지만, 평균

으로 볼 때,

           : 시베리아는 최하단, 하단 꽃에서 약 1~2일 정도 만개한 기간이 연장

             소르본느는 거의 만개기간의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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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만개에 이르는 개화과정 기간 (Days of opening lily flower)

1) 만개기간이 길다는 것은 역으로 만개 직전까지 개화 과정이 짧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만개기간 연장이 만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이기 때문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2) 시베리아 품종의 경우, 150 Gy의 x선 처리가 최하단과 하단의 꽃봉오리에서 만개기간을 

1-2일 연장하였는데,  개화준비 기간에서는 최하단에서의 단축은 없었으나 하단에서는 

예상했던 단축이 나타났다.

3) 소르본느 품종에서의 만개기간 연장은 없었지만, 개화과정 기간의 단축이 하단과 중단

에서 약간 보였다. 

마. 초기 생중량 감소 (Biomass)

1) 초기 생중량 변화는 x선 처리를 한 것과 하지 않은 두 처리 모두에서 12일 후에 90% 이

하로 나타났다. 감마선의 10일 후 조사와 비교하면 같은 무처리에서 측정일이 10일과 12

일 2일 차이가 생중량의 급격한 감소를 보인바, 이틀이라는 측정일 차이에 의한 것이라

고 추정된다.

2) 시베리아 품종에서의 생중량 변화는 150 Gy x선에 의한 영향을 거의 찾을 수 없었던 반

면, 소르본느 품종에서는 무처리에서는 88%, x선 처리는 78%로 감소되었으나 150 Gy x

선 처리에 따른 생중량 감소는 통계적 차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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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같은 목표선량인 150 Gy 감마선과 엑스선 처리에 따른 백합 잎마름병 총평 및 두 이온화 

에너지 처리에 따른 약해(phytotoxicity) 평가. 

가. 백합 잎에서의 발병율와 발병도
1) 2015년에 수행한 발병 실험은 시베리아와 소르본느 두 품종에서 꽃잎과 잎에 동등하게 

병원균을 분무 접종하고 같은 조건에서 발병 유도하였으나, 절화 백합 잎에서는 발병율

과 발병도를 측정하여 설정한 처리간의 비교할 수 있을 충분한 발병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나. 백합 꽃잎에서 발병율와 발병도
1) 150 Gy 감마선 처리 실험에서에서 꽃잎에서 마름병 발병은 대체로 잎보다 발병 정도는 

심각했으며, 발병율의 경우 시베리아와 소르본느 두 품종에서 NaDCC 농도와 상관없이 

감마선이 150 Gy 조사된 꽃잎의 발병율이 0 Gy로 조사되지 않은 것에 비해 발병율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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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량 낮추었다. 

2) 그러나 발병도에 있어서 감마선 처리 차이는 발병율보다 매우 미미하였다. 병용 처리 방

안으로 제시할 감마선 150 Gy와 NaDCC 100 ppm은 무처리(0 Gy와 NaDCC 0 ppm)에 비

해 시베리아, 소르본느 두 품종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발병율을 낮추었으나 발병도는 그

렇지 못했다. 

3) 한편 x선 결과에서는 발병이 감마선 실험보다 대체로 낮았으며, 두 품종간의 차이도 크

지 않았다. 시베리아는 발병도에 있어서 150 Gy x선이 0 Gy 대조군보다 발병도를 억제

시키는 경향을 보였으나, NaDCC 농도별 처리에서 농도 증가에 따른 발병도와 발병율 

저하는 보이지 않았다. 대체로 감마선 처리에 비해 발병 억제 효과가 크지 않았다. 

다. 백합 꽃잎의 엽록소 함량 변화

1) 이온화 에너지가 꽃의 저장성을 연장시키기는 하나 절화류 잎의 푸르름을 보이는 잎의 

엽록소 함량은 특히 고선량에서 쉽게 파괴되는 것을 보인다. 과연 150 Gy 수준의 감마

선과 x선의 선량이 무처리에 비해 엽록소를 파괴시키는지 조사후 10-14일 동안 재절화

하여 화병에 두면서 저장성을 살펴보았다.

2) 150 Gy 조사 직후 감마선과 x선 두 이온화 에너지 처리에 따른 절화 백합의 엽록소 함

량은 변화가 없었다. 감마선 조사 12일 후 측정에서는 조사 직후에 비해 50~60% 수준으

로 감소하지만 이는 조사와 비 조사 두 처리 모두에서 나타나는 경시적인 엽록소 함량 

감소이었고, x선 조사(irradiation) 12일 후 측정한 x선의 소르본느 품종에서도 처리에 의

한 것이 아니라 경시적인 함량 감소가 보였다. 

3) 다만, 시베리아 품종에서는 12일 후 무처리에 비해 x선 처리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엽록소 함량을 보였으나, 감마선의 결과와 비교한다면, 무처리의 함량이 조사 직후

와 비교 시 80%로 높았기 때문이었다. 

4) 결론적으로 150 Gy의 감마선과 엑스선을 처리한 잎은 조사 직후 엽록소 함량은 변화가 

없었고, 경시적인 엽록소 함량 감소가 50%까지 감소됨을 보였다. 즉 이온화 에너지가 절

화 백합 잎의 푸르름을 더 감소시키지는 않는다. 

라. 백합 꽃의 만개 기간 변화 (각 송이별 최하단, 하단, 중단 꽃 봉오리 비교) 

1) 150 Gy 감마선 처리에서 최하단과 하단은 7일 만개, 중단은 3일 정도 만개한 꽃이 화병

에서 유지되었다. 이는 시베리아와 소르본느 두 품종에서 유사하였다. 꽃의 위치별로 만

개기간이 다르므로 감마선 처리 효과를 보이기 위한 통계분석은 각 위치별 감마선 조사 

유무에 따라 두 처리 간의 t-test로 표기하였다. 

2) 감마선 처리에 따른 만개기간 연장은 개체별로 변이가 커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평

균으로 볼 때 시베리아 품종에서는 중단의 꽃이 약 1일 연장. 소르본느는 오히려 하단과 

중단에서 약 1일 단축되었다. 

3) 하지만 가장 오랜 기간 꽃을 감상할 수 있는 최하단의 경우는 만개 연장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단축되어 감마선에 따른 품질 유지 기간 연장은 큰 효과가 없었다. 

4) 엑스선 처리에서도 조사에 따른 처리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시베

리아의 최하단과 하단에서 1~2일 연장되었다. 이는 2014년의 감마선과 엑스선의 결과와 

약간 상반된 것이며 통계적 차이가 없으므로 유의한 결과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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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백합 꽃의 개화기간(개화 시작 후 ~ 만개 직전 기간) 변화 

1) 감마선 실험에서는 만개로 진행되는 기간은 시베리아의 경우 최하단과 하단이 짧고, 중

단은 약 4일 정도 소요되었다. 시베리아와 소르본느 품종에서 150 Gy 감마선 처리는 중

단의 꽃에서 개화를 준비하는 기간을 약 2일 단축하였으나, 품질과 직접 연관되는 만개 

기간의 연장과는 연결되지 않았다. 

2) 한편, 엑스선 실험에서는 만개로 진행되는 기간은 세 품종 2-5일 이었으며 최하단이 가

장 짧고, 그 다음이 하단, 중단의 순임. 시베리아 품종의 하단에서 엑스선 처리는 개화 

준비 기간을 1일 단축하였고, 소르본느 품종에서는 하단과 중단에서 약 1일 단축하였으

나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  

바. 백합 송이 생중량 변화

1) 이온화 에너지 처리로 인해 화병에서 절화 백합의 수분 흡수가 저지된다면 빨리 마르고 

품질 저하로 진행되나 만일 수분 흡수 능력이 유지된다면 생중량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이다. 감마선 실험에서는 조사 여부와 상관없이 재절화 후 5일째에는 두 처리 모두 약 

110%까지 생중량이 증가하였고, 특히 무처리구에서는 10일 후 생중량은 초기 생중량과 

거의 같았다(100%). 150 Gy로 감마선을 조사한 절화 백합의 경우 10일 후 두 품종 모두 

90%의 생중량을 유지하며 이는 대조구와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2) 한편 같은 선량의 엑스선 처리에서는 5일째에는 생중량 증가없이 100%였다가 조사 12일

째 시베리아의 경우 x선 처리와 무처리 모두 약 85%로 감소되었고, 소르본느에서는 무

처리 88%, x선 처리는 78%로 약간 생중량이 감소되었으나, 엑스선 처리에 따른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생중량 감소는 아니었다.

12. 고농도 NaDCC에 의한 절화 백합에서의 품질저하.
가. 농도별 NaDCC 처리 후 절화백합에서의 품질 평가(약해 피해조사)
1) 공시 수출용 절화 백합 품종 : 시베리아, 소르본느, 르네부

2) NaDCC 처리에 따른 절화 백합 약해 피해 조사

가) 처리 농도 : 0 ppm(Control), 40/70/100/200 ppm

나) 처리한 Volume : 60 ml/ 5송이  

다) 절화 백합 = 5송이 * 5 treatments = 25 송이

3) 실습시기

가) Siberia :06.04 /  - Le reve : 06.11 /  - Sorbonne : 06.11

4) 약해 평가 항목

가) NaDcc 냄새 지속 시간 측정

           - 분무 후 1 일간 냉장보관

           - 각 품종을 처리 농도 별로 비닐로 1차 밀봉 후, 각각 다른 종이 Box에 보관     

       (2차 밀봉)

        - 1 시간 간격으로 냄새 측정

나) 엽록소 함량, 생중량 변화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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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화 상대적 생중량(1, 4, 11일)과 잎의 엽록소 함량(1, 11일)을 측정

        - 백합 관상수명 : 전체 관찰 기간 중 만개 기간 측정

        - 꽃 잎과 잎에서 나타나는 약해 증상 측정

         ( 꽃 잎 : 잎의 휘어짐, 탈색 / 잎 : 잎의 색 변화, 약흔)

나. 냄새지속시간

1) 냄새 지속력
가) 40, 70 ppm 은  포장 상태에서 6시간 이내 사라지며, 100 ppm은 포장 상태에서 최대 

8시간까지 지속 
나) 200 ppm 24시간 냉장 보관을 마치고, 포장을 열어 화병에 꽂았을 때 실내 배치 1시간 

이내로 냄새 소멸.

다. NaDCC 농도별 처리에 따른 엽록소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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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차와 11일차간의 지수적인 결과에서 최대 20까지 차이가 발생

2) 1일차와 11일차, 각 관찰일에서 NaDCC 농도 증가에 따른 엽록소 함량 변화는 없었음.

3) NaDCC에 의한 엽록소 함량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라. NaDCC 농도별 처리에 따른 생중량 변화

1) 경시적인 변화는 5일에서 0~5% 증가가 나타나고, 11일차는 초기 생중량에 비해 70~80%

로 감소함.

2) Siberia : 40 ppm이 control에 비해 약 10%정도 감소로 가장 크게 변하였으며, 나머지 농

도는 control과 비슷.

3) Sorbonne : NaDCC treatment가 control에 비해 전체적으로 5~10% 감소.

4) Le reve : 70ppm 만이 약 65%까지 감소하였으며, 다른 treatment 들은 약 75%로 비슷하

게 유지.

마. NaDCC 농도별 처리에 따른 관상수명 변화 (만개 꽃 지속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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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ol 과 비교하여, NaDcc 처리 구간은 만개기간의 변화가 발생

2) NaDcc 처리 농도의 증가와 만개 기간의 변화가 품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임

3) 세 품종 중 Siberia와 Sorbonne의 경우, 100 ppm에서 만개 기간이 약 1일정도 증가하였

음.

4) Le reve의 경우, 만개 기간이 1일 이하로 감소.

5) 결과적으로, NaDCC가 처리된 꽃의 만개 기간은 증감은 좀더 많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짐.

바. NaDCC 농도별 처리에 따른 병원균 포자 발해 저해

1) NaDcc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병원균의 균사 생장 저해율이 높아지며, 약 200 
ppm에서 95%까지 올라갔다. 반면, 농약은 작용기작에 따라 균사생장을 저해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3. 150 Gy 감마선과 엑스선 처리에 따른 유색 백합(소르본느)의 꽃잎에서의 탈색 평가.

가. 사진 결과

1) 꽃 잎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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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aDCC의 농도 증가에 따른 꽃 잎 휘어짐의 차이가 없음.(control과 비교)

나) 꽃 잎의 탈색(유색품종) 

다) Control을 포함한 모든 treatments에서 탈색 증상이 나타남.

라) NaDCC에 의한 탈색이 아닌 경시적인 변화이며, treatments 간의 차이는 각 꽃의 품

질에 따른 차이로 판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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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잎 결과

가) Sorbonne는 약흔이 발견되지 않았음.

나) Siberia와 Le reve : 표면에 흰 가루가 발생(Control 포함). 먼저 가지고 있던 흰 가루

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됨. NaDCC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처리된 약품이 잎 

표미의 건조 현상에 의하여 경시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됨.

2-2. 담배나방에 대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영향연구 (제2세부 위탁과제 2, 전남

대학교)

  대량 실내사육 체계 확립

 1. 담배나방 채집

 전라남도 나주를 중심으로 천안 및 제주도 지역에서 담배나방을 채집하였으며 (그림 1), 

채집된 개체는 DNA분석과 형태형질의 확인을 통해 담배나방임을 확인하였다. 추후 실내 

대량 사육의 어려움이 있어 농촌진흥청에서 분양받은 일부 개체를 추가로 전남대학교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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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자계통분류 및 생태연구실에서 사육조건 25±1℃, 60±5% 및 16L : 8D 내에서 사육을 

실시하였다 (그림 2).

그림 372. 제주도 채집

그림 373. 사육실 온습도 조건

 2. 기주식물 및 인공사료

○ 담배나방의 기주식물로 알려진 담배를 교미 자극제으로 제공하였으며, 이를 위해 파종 

후 50일 경과 후 약 15 cm ~ 20 cm까지 자란 담배를 이용하였다. 온도 24±1℃, 광주기 

14L : 10D, 상대습도 30% 조건의 유리온실에서 재배하였다.

○ 먹이원은 초기 담배나방의 주요 기주인 고추를 이용하였으나, 고추를 이용할 경우 물

러짐 현상 및 곰팡이 발생으로 인하여 대량사육의 먹이원으로 이용시 어려움이 있어 인

공사료로 전환하였다. 인공사료의 경우, 설광렬 (2005)의 방법과 미국 Bio-Serv 

(http://www.insectrearing.com/)의 나비목 전체를 대상으로 제작된 인공사료 파우더에 먹

이자극을 위해 시판 고추기름을 넣어 제작한 인공사료 중 미국의 Bio-Serv 인공사료 제

공시 섭식양 및 생장상태가 더 양호하여 최종적으로 미국의 Bio-Serv의 인공사료를 제

공하였다.

 3. 실내사육

○ 사육시 성충의 미수정란 산란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 문제점 극복을 위하여 산란장소의 

다양성을 테스트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추는 담배에 비해 산란양이 매우 적었으며 유산

지의 경우 거즈와 킴와이프스에 비해 알이 빠르게 마르는 결과를 확인하여 교미케이지 

제작에 담배, 거즈, 킴와이프스를 이용하였다.

○ 교미케이지 제작은 아크릴케이지 (25 × 25 × 25 cm)에 거즈와 킴와이프스를 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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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에 맞춰 자른 후 윗면에는 거즈를 옆면에는 킴와이프스를 각각 부착하였다. 그 후 

아랫면에 티슈를 깔아 물에 적셔 수분을 제공하였고 성충의 먹이원으로 설탕물을 적신 

탈지면을 제공한 후 산란장소 및 교미 자극원으로 담배를 제공하였다 (그림 3). 성충 교

미는 Cho et al. (1988)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미 성공률 및 산란율이 높았던 암수 1 : 2

의 비율로 교미시켰다.

○ 유충 사육은 부화 직후의 1령 ~ 3령까지는 인공사료가 얇게 깔린 Plate (Φ 10 cm)에 

각 20개체씩 넣어 사육하고 3령이상 부터는 동족식해현상 (Cannibalism)에 의한 개체수 

감소 방지를 위해 인공사료 (높이 1 cm)가 깔린 개별 컵 (Φ 4.5 cm × 4 cm)을 이용하

여 개체별로 사육하였다 (그림 3). 개별 컵에서 용화한 번데기는 추후 교미를 위하여 암

수확인 후 구별한 후 우화시켰다 (그림 3). 

그림 374. 태별 사육방법

 4. 생활사 연구

○ 담배나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생활사를 조사한 결과 사육조건 25℃, 60% 및 

16L : 8D 조건에서 알기간은 4일, 1령 약 3.3일, 2령 약 3일, 3령 약 3일, 4령 약 2.5일, 

5령 약 3일 및 6령 약 3.1일로 전체유충기간은 약 17.9일로 확인되었고 전용기간은 약 

2.5일, 번데기 기간은 약 13.8일로 확인되었으며 교미시키지 않는 성충의 수명은 9일정

도로 확인되었다 (표 1). 이상의 결과를 1993년 보고된 담배나방 생활사와 비교한 결과

(Han et al., 1993) 현 연구결과가 약 1일정도 더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차이는 

사육실 환경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Diet Egg
Larva Pre

pupa
Pupa Adult

Egg-Adult

(days)1st 2nd 3rd 4th 5th 6th

Artificial

diet
4.0±0.0

3.3±0.5 3.0±0.8 3.0±0.8 2.5±1.1 3.0±0.8 3.1±0.8
2.5±0.5 13.8±3.1 9.0±0.5 47.2±3.1

17.9±4.8

표 1. 25℃사육조건에서 담배나방 생활사

  감마선 감수성 연구

 1. 예비 조사

○ 감마선을 이용하여 담배나방에 대한 치사선량 확인 및 본 조사선량 선발을 위해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태는 유충, 번데기, 성충을 이용하였으며 담배나방의 유충은 

령별 크기 차이가 심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2령, 4령, 6령 3단계의 유충을 이용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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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는 약 14일간의 번데기 기간에서 중간기간인 5 ~ 6일이내 번데기를 성충은 우화

후 2 ~ 3일이내 성충을 이용하였다. 조사선량은 100 Gy, 500 Gy, 1000 Gy, 2000 Gy 및 

3000 Gy로 총 5개 선량을 선발하였다.

○ 감마선을 이용한 2령 예비조사결과 500 Gy ~ 3000 Gy까지는 모두 100% 살충력을 보였

으며 100 Gy 처리구에서만 1개체가 용화되었으나 최종 정상 우화하지는 못하고 번데기 

상태에서 사망하였다 (표 2). 살충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1000 Gy ~ 3000 Gy까지는 3일 

이내로 매우 빠른 시간내에 사망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생존기간 동안 먹이를 전혀 섭

취하지 못하였다. 500 Gy는 약 6.08일로 1000 Gy이상의 선량보다 2배 정도 오래 생존하

였고 100 Gy의 경우 16.75일로 1000 Gy이상의 선량보다 약 6배정도 더 오래 생존하였으

며 선량이 높을수록 먹이 섭식양이 적었다 (표 2, 그림 4).

Dose (Gy) n Larval duration (day) Mortality (%)
3000 12 2.92±0.12b 100±0.00a
2000 12 3.00±0.00b 100±0.00a
1000 12 3.50±0.20b 100±0.00a
500 12 6.08±1.51b 100±0.00a
100 12 16.75±2.13a 91.67±23.57a

Control 12 15.08±1.65a 16.67±11.79b

표 2. 2령유충 예비조사 살충력

그림 375. 1000 Gy, 500 Gy, 100 Gy 처리구의 1일 경과 후 섭식 정도 

○ 4령 예비조사결과, 감마선 처리구 모두 100%의 살충력을 보였으며, 2000 Gy 이상의 선

량에서는 4일 이내 모두 사망하였고 1000 Gy는 8일 이내 사망하였으며 500 Gy, 100 Gy

는 각각 13.8일, 15.75일로 대조구 10.67일보다 길게 생존하였다 (표 3). 그러나 500 Gy, 

100 Gy 처리구는 생존기간동안 먹이를 거의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움직임이 서서

히 줄어들다 체색이 검게 변하면서 점차 사망하였다.

Dose (Gy) n Larval duration (day) Mortality (%)
3000 15 2.93 ± 0.09d 100 ± 0.00a
2000 15 4.13 ± 0.25d 100 ± 0.00a
1000 15 8.00 ± 0.59c 100 ± 0.00a
500 15 13.80 ± 1.28b 100 ± 0.00a
100 15 15.75 ± 0.94b 100 ± 0.00a

Control 15 10.67 ± 0.68a 0 ± 0.00b

표 3. 4령유충 예비조사 살충력 

○ 6령 예비조사 결과, 500 Gy 이상에서는 한 개체도 번데기로 태를 바꾸지 못하고 100% 

사망하였다 (표 4). 2000 Gy ~ 3000 Gy는 2-3일 후 사망하였으며, 1000 ~ 500 Gy는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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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장애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고 대조구 약 3.8일보다 6령유충 기간이 길어지다 검게 

변하고 흐물흐물해진 상태로 사망하였다. 가장 생존기간이 긴 처리구는 500 Gy로 약 

29.33일 동안 6령 유충 상태로 생존하였으며 이는 대조구보다 약 13배 더 긴 6령 유충 

기간이었음. 100 Gy의 경우 한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들 모두 6령유충의 상태로 사

망하였으며, 그 기간은 약 25.86일로 나타났다 (표 4). 100 Gy에서 생존한 한 개체는 정

상 용화후 우화 하였으나 날개가 작고 말려있는 상태의 기형으로 우화하였으며 날개 기

형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미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Dose (Gy) n Larval duration (day)
Mortality (%)

Larval Pupa Adult

3000 15 2.66±0.24c 100±0.0a - -

2000 15 3.53±0.24c 100±0.0a - -

1000 15 14.33±0.52b 100±0.0a - -

500 15 29.33±2.60a 100±0.0a - -

100 15 25.86±5.15a 93.3±3.14a 0±0.0a 0±0.00a*

Control 15 3.8±0.16c* 0±0.0b 0±0.0a 0±0.00a

표 4. 6령유충 예비조사 살충력 

*우화하였으나 날개가 기형임

그림 376. 대조구 및 처리후 태의 변화

○ 번데기 예비조사 결과, 500 Gy이상의 선량에서는 번데기상태로 사망하거나 비정상적으

로 우화하여 100%의 살충력을 보였다 (표 5). 100 Gy 처리구에서는 26.67%의 살충력으

로 비교적 낮은 살충력을 보였으나 정상 우화율이 26%로 매우 낮았으며 기형개체 비율

이 46%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보였다 (표 5, 그림 6). 처리구의 우화 경과 일수

는 100 Gy는 10.37일, 대조구는 9.36일로 약 하루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5).

Dose (Gy) n Pupae 
duration (day) Mortality (%) Abnormal 

emergence (%)
Normal 

emergence (%)

3000 15 100±0.00a - -

2000 15 100±0.00a - -

1000 15 100±0.00a - -

500 15 100±0.00a - -

100 15 10.37±0.26a 26.67±9.43b (4개체) 46.67±8.16a (7개체) 26.67±8.16b (4개체)

Control 15 9.36±0.10b 6.67±9.43c (1개체) 6.67±8.16b (1개체) 86.67±8.16a (13개체)

표 5. 처리농도에 따른 번데기 살충률 및 기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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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7. 우화실패 개체와 기형성충

○ 성충 예비조사결과, 3000 Gy는 처리 당일 모두 사망하였으며, 2000 Gy 처리구 또한 5일이내 사

망하였다 (표 6). 이는 대조구 7.47일에 비해 약 4일 정도 짧은 수명임. 1000 Gy, 500 Gy 및 100 

Gy의 경우 각각 8.87일, 9.07일 및 7.93일 동안 생존하였으며 대조구와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추후 본 실험시 교미실험 진행을 통해 산란수 및 부화율을 확인하였다.

Dose (Gy) n Longevity (day)

3000 15 0.00±0.00d

2000 15 4.07±1.84c

1000 15 8.87±3.26ab

500 15 9.07±4.33a

100 15 7.93±2.32b

Control 15 7.47±1.78b

표 6. 처리농도에 따른 성충 수명

 2. 본 조사

○ 예비조사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100 Gy ~ 500 Gy내에서 효과적인 생식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어 본조사 목표선량은 100 Gy, 200 Gy, 300 Gy, 400 Gy 및 500 Gy로 선정하였다. 본 조사에

서는 태별 생육 및 생식장애유발 선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알, 6령 유충, 번데기, 성충 등 모든 태

를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알의 경우 F1세대 부화율을 관찰하여야 하므로 사육 중 사망률을 고려

하여 30개체씩 3반복으로 수행하였고, 나머지 태의 경우 알에 비해 사망률이 현격히 감소하므로 

20개체씩 3반복 수행하였다.

○ 알 본조사 결과, 감마선 처리시 모든 선량에서 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대조

구의 부화율이 56.30%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감마선 처리시에는 17.88 ~ 10.67%로 부화

율이 감소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7). 부화한 유충은 F1세대 부화율까지 관찰을 위

해 기존 사육방법과 동일하게 개체사육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200 Gy 이상 처리시 모

두 유충 단계에서 사망하였으며, 100 Gy에서 일부 유충이 용화하였으나 번데기 단계에

서 모두 사망하여 교미가능한 정상성충 우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대조구에서

는 30.68%의 정상 성충 우화를 확인하였다 (표 7).

표 7. Hatchability, mortality, and malformation in Heliothis assulta following gamma irradiation of 
eggs

Dose 
(Gy) 

Na Hatchability (%)
Mortality including malformation (%)

Larval Pupal Adult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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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 6령유충 조사 결과, 400 Gy ~ 500 Gy 처리구에서는 모든 개체가 용화하지 못하고 사망하였으다 

(표 8). 대부분 6령 상태로 먹이 섭식이 중단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생존하다 체색이 점점 노란색

에서 검정색으로 변화하면서 죽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300 Gy이하의 선량에서는 용화가 진

행되어 300 Gy에서는 2.90%가 용화되었으나 모두 기형이었으며, 200 Gy에서 용화된 개체는 모두 

기형 용화 또는 사망하였다 (표 8). 100 Gy에서는 유충 단계에서 36.82% 사망하였으며, 이는 다른 

선량에 비해는 낮은 사망률로 나타났다. 추후 용화 단계에서는 42.62%가 기형 용화로 나타났으며 

19.10%가 번데기 단계에서 사망하였다 (표 8). 일부 번데기의 경우 우화하였으나 모두 기형으로 

교미가능한 정상 성충의 우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 대조구에서는 78.33%의 높은 비율로 정

상 우화개체가 확인되었다 (표 8).

표 8. Mortality and malformation in Heliothis assulta following gamma irradiation of last instar 
larvae 

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 번데기 본조사 결과, 300 Gy ~ 500 Gy 처리구에서는 번데기 사망 또는 기형 성충의 우화로 

100% 억제 되었다 (표 9). 200 Gy에서는 77.27%로 300 Gy이상의 처리구보다 낮은 치사율을 보였

으며 대부분 기형 개체로 우화하였으나 1.52%가 정상 우화하였다 (표 9). 100 Gy에서는 57.58%의 

치사율을 보였으며, 27.27%가 정상 우화하였다 (표 9). 정상 우화한 100 Gy와 대조구는 F1세대를 

위한 산란과 교미를 관찰하기 위해 암수를 2:1로 교미시켰으며 그 결과 암컷 한개체당 산란 수가 

대조구는 262개, 100 Gy는 32개로 산란수 차이가 현저하였고 100Gy 에서는 산란된 알이 부화하지 

않아 100 Gy 처리시에도 생식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표 9. Mortality, malformation, and reproduction in Heliothis assulta following gamma irradiation of 
pupae 

Dose 
(Gy) 

Na

Mortality including malformation (%)

Larval 

mortality

Pupae 

deformity

Pupal

mortality

Adult 

deformity 
Total

500 68 100.0 ± 0.00 a - - - 100.0 ± 0.00 a

400 68 100.0 ± 0.00 a - - - 100.0 ± 0.00 a
300 68 97.10 ± 4.10 a 2.90 ± 0.00 - - 100.0 ± 0.00 a

200 67 89.46 ± 4.38 a 7.51 ± 2.24 3.03 ± 0.00 - 100.0 ± 0.00 a
100 68 36.82 ± 2.89 b 42.62 ± 10.72 19.10 ± 12.44 1.45 ± 1.77 100.0 ± 0.00 a

Control 68 1.67 ± 1.67 c 10.00 ± 6.67 0.00 ± 0.00 10.00 ± 3.33 21.67 ± 1.67 b

mortality mortality deformity

500 171 19.65 ± 1.61 b 100.0 ± 0.00 - - 100.0 ± 0.00 a
400 210 14.11 ± 5.21 b 100.0 ± 0.00 - - 100.0 ± 0.00 a

300 222 10.67 ± 10.13 b 100.0 ± 0.00 - - 100.0 ± 0.00 a
200 324 17.88 ± 10.32 b 100.0 ± 0.00 - - 100.0 ± 0.00 a

100 320 19.88 ± 10.26 b 78.17 ± 15.44 21.83 ± 15.44 100.0 ± 0.00 a
Control 159 56.30 ± 15.58 a 51.71 ± 8.26 9.42 ± 7.65 8.18 ± 6.03 69.32 ± 7.85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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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 성충 본조사 실험은 각 선량을 조사 후 당일 교미케이지 제작 후 교미시켰다. 관찰결과 암컷 한 

개체당 산란수는 대조구에서 475.05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선량이 높아질수록 산란량이 감소

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나 통계분석결과 선량별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대조구

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산란된 알은 부화하지 않았으며, 대조구에서만 48.86%의 부화를 확인

하였다 (표 10).

표 10. Reproduction in Heliothis assulta following gamma irradiation of adults

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감마선 본조사 실험결과, 알의 경우 100 Gy 이상 처리시 교미가능

한 정상 우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6령 유충의 경우 300 Gy이상 처리시 대부분 용화하지 못하거

나 기형 번데기를 형성하였으며, 200 Gy이하 처리시 정상 용화는 있으나 정상 우화는 하지 못하

였다. 번데기의 경우 200 Gy이상 처리시 기형으로 우화하여 교미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100 Gy

처리시 정상적으로 우화한 개체가 있었으나 대조구에 비해 낮은 비율이었으며, 성충의 경우 조사 

후 교미 실험 결과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산란양이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처리구에서 산란

된 알은 부화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알, 6령 유충, 번데기, 성충 모두 100 Gy에서

도 생식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X선 감수성 연구

 1. 예비 조사

○ X선을 이용한 담배나방에 대한 치사선량을 알아보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앞

서 실시한 감마선 예비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1,000 Gy 이하에서 치사할 것으로 판단

Dose 
(Gy) Na

Mortality including malformation (%)
Normal adult 

(%)
No. eggs /♀ Hatchability (%)Pupal 

mortality

Adult 

deformity 
Total

500 66 98.48 ± 2.14 1.52 ± 0.00 100.00 ± 0.00 a - - -

400 66 95.45 ± 3.71 4.55 ± 2.27 100.00 ± 0.00 a - - -

300 66 87.88 ± 2.14 12.12 ± 2.14 100.00 ± 0.00 a - - -

200 66 77.27 ± 3.71 21.21 ± 5.67 98.48 ± 2.14 a 1.52 ± 0.00 c - -

100 66 57.58 ± 4.29 15.15 ± 4.29 72.73 ± 0.00 b 27.27 ± 0.00 b 32.00 ± 32.00 b 0.00 ± 0.00 b

Control 66 6.06 ± 2.14 0.00 ± 0.00 6.06 ± 2.14 c 93.94 ± 2.14 a 262.1 ± 24.4 a 67.56 ± 16.74 a

Dose (Gy) Na No. eggs /♀ Hatchability (%) 
500 57 69.45 ± 6.85 c - 
400 57 69.50 ± 1.50 c - 
300 57 79.85 ± 8.65 bc - 
200 60 115.50 ± 36.40 bc - 
100 60 125.50 ± 35.60 bc - 

Control 60 475.05 ± 73.05 a 48.86 ± 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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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목표선량은 100 Gy, 500 Gy, 1,000 Gy 3개 선량으로 설정하였으며, 조사 태는 유

충, 번데기, 성충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유충은 크기가 가장 큰 6령이 가장 저항성이 강

한 것으로 생각되어 6령 유충을 이용하였으며, 번데기는 약 14일간의 번데기 기간에서 

중간기간인 5 ~6일이내 번데기를 성충은 우화후 2 ~ 3일이내 성충을 이용하였다.

○ 6령 예비조사 결과, 1,000 Gy와 500 Gy 처리시에는 유충단계에서 100% 사망하였으며 

섭식장애로 먹이를 섭취하지 못하고 용화진행 중 몸체가 축소된 상태로 길게 생존 후 

사망하였다 (표 11). 100 Gy에서는 모두 용화하였으나 40.00%가 기형이었다. 대조구의 

경우 6.67% (한개체)가 유충 단계에서 사망하였으며, 26.67%가 기형 용화로 나타났다. 정

상 번데기의 경우 100 Gy에서는 60.00%였으나 대조구에서는 그보다 높은 66.67%가 정상 

용화하였다.

표 11. X선 목표선량에 따른 6령 유충 살충률 및 기형 용화률 (단위 : %, 괄호안은 개체 수)

○ 번데기 예비조사 결과, 1,000 Gy 처리시에는 93.33%가 번데기 단계에서 사망하였으며 

일부 우화개체는 기형으로 나타났다 (표 12). 500 Gy 처리시 86.67%가 사망하였으며 각

각 6.67%로 기형 및 정상 우화하였다 (표 12). 100 Gy 처리시에는 26.67%가 사망하였으

며 46.67%가 정상우화하여 추후 본 실험에서 교미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대조구는 100% 

우화하였으며, 86.67%가 정상우화 하였다 (표 12).

표 12.X선 목표선량에 따른 번데기 살충률 및 기형 용화률 (단위 : %, 괄호안은 개체 수)

○ 성충 예비조사 결과, 성충 수명은 대조구에서 4.58일로 나타났으며, 1,000 Gy는 이와 유사하게 

4.42일로 나타났다 (표 13). 500 Gy는 3.92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100 Gy는 5.17일로 가장 길

게 나타났다 (표 13). 전체적으로 수명은 선량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3).

표 13. X선 목표선량에 따른 성충 수명

Dose (Gy) n Mortality Abnormal 
pupation

Normal 
pupation

1000 15 100.00±0.00 (15) - - 

500 15 100.00±0.00 (15) - - 

100 15 0.00±0.00 (0) 40.00±16.33 (6) 60.00±16.33 (9)

Control 15 6.67±9.43 (1) 26.67±9.43 (4) 66.67±9.43 (10)

Dose (Gy) n Mortality Abnormal 
emergence

Normal
emergence

1000 15 93.33±9.43 (14) 6.67±9.43 (1) 0.00±0.00 (0)

500 15 86.67±18.86 (13) 6.67±9.43 (1) 6.67±9.43 (1)

100 15 26.67±9.43 (4) 26.67±24.94 (4) 46.67±18.86 (7)

Control 15 0.00±0.00 (0) 13.33±9.43 (2) 86.67±9.43 (13)

Dose (Gy) n Longevity (day)

1000 12 4.42±1.66

500 12 3.9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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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본 조사

○ 예비조사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100 Gy ~ 500 Gy내에서 효과적인 생식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되어 본 목표선량은 100 Gy, 200 Gy, 300 Gy, 400 Gy 및 500 Gy로 선정하였다. 감마선과 동일

하게 본 조사에서는 태별 생육 및 생식장애유발 선량을 확인하고자하였으며 알, 6령 유충, 번데

기, 성충등 모든 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알의 경우 F1세대 부화율을 관찰하여야 하므로 사망

률을 고려하여 30개체씩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나머지 태의 경우 알에 비해 사망률이 현격히 

감소하므로 20개체씩 3반복하기로 수행하였다.

○ 알 본 조사 결과, X선 처리시 모든 선량에서 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표 14). 대조

구에서는 71.85%가 부화하였으며 100 Gy는 73.44%로 가장 높은 부화율을 보였다 (표 

14). 200 Gy 처리시에는 64.09%로 비교적 높은 부화율을 확인하였고 300 Gy 이상에서는 

12.31 ~ 1.17%로 부화율이 급감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표 14). F1세대 부화율을 관찰하

기 위하여 태어난 유충은 기존 사육 방식과 동일하게 개체 사육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 200 Gy 이상에서는 용화하지 못하고 모두 유충 단계에서 사망하였으며 100　Gy에서 

14.65%가 정상 용화하였으나 모두 번데기 단계에서 사망하였다 (표 14, 그림 7). 대조구

에서는 35.42%가 교미 가능한 정상 성충으로 우화하였다 (표 14).

Table 14. Effects of X-ray irradiation on reproduction, mortality, and longevity of Helicoverpa assulta 
eggs

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그림 7. X선 알 조사준비 및 부화 1령 유충 관리

100 12 5.17±2.34

Control 12 4.58±1.38

Dose 
(Gy) Na Hatchability (%)

Mortality (%)
wel l-formed 
adults (%)

Larval   

Mortality

Pupal

mortality

Malformed 
adults Total Mortality

500   166 5.35 ± 3.78a 100.00 ± 0.00 - - 100.00 ± 0.00a -

400   160 1.17 ± 1.65a 100.00 ± 0.00 - - 100.00 ± 0.00a -
300   154 12.31 ± 1.58a 100.00 ± 0.00 - - 100.00 ± 0.00a -

200   126 64.09 ± 10.61b 100.00 ± 0.00 - - 100.00 ± 0.00a -
100   120 73.44 ± 14.40b 85.35 ± 6.37 14.65 ± 6.37 - 100.00 ± 0.00a -

Control  146 71.85 ± 2.67b 49.86 ± 11.33 6.94 ± 5.20 7.77 ± 5.54 64.58 ± 8.34b 35.42 ±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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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 본 조사 결과, 400 Gy 이상 처리시 유충 단계에서 모두 사망하였으며 100 ~ 300 

Gy 에서도 90%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표 15). 300 Gy 처리시 3.33%가 용화하였

으나 기형이었고, 100와 200 Gy에서는 일부 정상 용화한 개체가 있었으나 모두 번데기 

단계에서 사망하거나 기형우화 하여 생식억제가 가능하였다 (표 15). 그에 반해 대조구

의 경우에는 유충단계에서 3.33%의 낮은 사망률을 보였으며 76.67%가 교미 가능한 정상

성충으로 우화하였다 (표 15).

Table 15. Effects of X-ray irradiation on reproduction, mortality, and longevity of Helicoverpa 
assulta larvae following irradiation as last instar larvae 

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 번데기 본조사 결과, 500 Gy 처리시 94.81%의 높은 사망율을 보였으며, 5.19%의 매우 낮은 비율

로 우화하였으나 기형이었다 (표 16). 100 Gy의 경우 34.07%가 번데기 단계에서 사망하였고, 

25.19%가 기형우화 하였다 (표 16, 그림 8). 100 ~ 400 Gy는 정상 성충의 우화는 407.74 ~ 1.11%로 

선량에 반비례하게 증가하였다 (표 16). 생식저해 확인을 위하여 대조구, 100 Gy 및 200 Gy 처리

구의 경우 정상 우화 개체를 대상으로 암수 1:2의 비율로 교미시킨 결과, 200 Gy 처리구는 산란하

지 않았고, 대조구 및 100 Gy 처리구는 산란하였으나 100 Gy의 산란량은 대조구 대비 매우 유의

하게 낮았으며 (10.39개/♀), 이들은 7.17의 낮은 비율로 부화하였다 (표 16).

Table 16. Effects of X-ray irradiation on reproduction, mortality, and longevity of Helicoverpa assulta 
pupae

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Dose 
(Gy) Na

Mortality (%)
well-formed 

adults (%)

Larval   

Mortality

Malformed 

pupae 

Pupal

mortality

Malformed 
adults Total Mortality

500   90 100.00 ± 0.00 - - - 100.00 ± 0.00a -

400   90 100.00 ± 0.00 - - - 100.00 ± 0.00a -
300   90 96.67 ± 4.71 3.33 ± 4.71 - - 100.00 ± 0.00a -

200   90 96.67 ± 0.00 1.11 ± 1.57 1.11 ± 1.57 1.11 ±1.57 100.00 ± 0.00a -
100   90 90.00 ± 4.71 3.33 ± 4.71 3.33 ± 4.71 3.33 ± 0.00 100.00 ± 0.00a -

Control  90 3.33 ± 2.27 6.67 ± 2.72 3.33 ± 6.67 10.00 ± 2.72 23.33 ± 2.72b 76.67 ± 2.72

Dose 
(Gy) Na

Pupal

duration (day)

Mortality (%)
well-formed

adults (%)
No. eggs /♀ Hatchability 

(%)
Pupal 

mortality

Malformed

adults

Total

mortality

500 270 6.92 ± 1.56c 94.81 ± 1.89 5.19 ± 1.89 100.00 ± 0.00a - - -

400 270 7.97 ± 1.60bc 80.00 ± 12.21 18.89 ± 11.90 98.89 ± 1.57a 1.11 ± 1.57 - -

300 270 9.00 ± 1.86ab 75.56 ± 7.75 22.22 ± 7.26 97.78 ± 0.91a 2.22 ± 0.91 - -

200 270 7.82 ± 2.58bc 75.56 ± 2.40 17.78 ± 4.54 93.33 ± 3.14a 6.67 ± 3.14 0.00 ± 0.00b -

100 270 9.71 ± 2.37ab 34.07 ± 9.70 25.19 ± 4.29 59.26 ± 13.95b 40.74 ± 13.95 10.39 ± 8.88b 7.17 ± 10.13b

Control 150 10.30 ± 2.35a 10.00 ± 0.00 12.59 ± 4.29 22.59 ± 4.29c 77.41 ± 4.29 352.62 ± 28.57a 52.43 ± 6.42a



- 415 -

그림 8. X선 조사에 따른 기형성충 및 우화실패 (A. 기형성충, B. 기형성충, C. 우화실패)

       

○ 성충 본조사 실험은 각 선량을 조사 후 바로 당일 교미케이지 제작 후 교미시켰으며 관찰결과 

성충수명의 경우 대조구는 14.47일로 나타났고 100 Gy는 14.52일로 가장 길었으며 500 Gy는 12.48

일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표 17). 암컷 한 개체 당 산란수는 대조구에서 282.54개로 가장 많이 나

타났으며 300 Gy 이상 조사시 대조구 산란 수가 100개에도 미치지 못함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표 17). 대조구 및 100 Gy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1령 유충의 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조구에서는 48.60%로 부화함에 비해 100 Gy에서는 9.37%로 부화율이 급감

하였다 (표 17).

Table 17. Effects of X-ray irradiation on reproduction and longevity of Helicoverpa assulta 
adults

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 성충 암수 중 한쪽만 X선 처리한 경우 생식 제어선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선량 별로 

각각 암수 중 한쪽만 처리 후 처리하지 않은 암수와 교미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성

충의 수명은 10.58일 ~ 13.59일로 선량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산란양 역시 선량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18). 부화율은 수컷만 처리한 경우 500 Gy 처리시에는 부화하

지 않았으며, 400 Gy와 300 Gy 처리시에는 10% 미만의 낮은 부화율을 보였다 (표 18). 

그러나 200 Gy와 100 Gy의 경우 각각 23.05%와 34.57%의 비교적 높은 부화율을 확인하

였다 (표 18). 암컷만 처리한 경우에는 500 Gy 처리시 수컷만 처리한 경우와 동일하게 

부화하지 않았으나, 200 ~ 400 Gy 처리시 5.72% ~ 0.31%의 낮은 부화율을 확인하였다 

(표 18). 또한, 100 Gy 처리시에는 14.67%로 수컷만 처리한 경우에 비해 약 10% 정도 부

화율이 감소하였다 (표 18). 이를 바탕으로 성충 암수 모두에 처리하는 것에 비해 한쪽

만 처리하는 경우 생식제어를 위해 더 높은 선량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수컷만 처리

한 경우와 암컷만 처리한 경우 모두 생식제어를 위해서는 500 Gy 이상의 선량이 필요함

을 알 수 있었다 (표 18). 

Dose (Gy) Na longevity (day) No. eggs /♀/ total Hatchability (%) 
500 99 12.48 ± 4.80a 75.92 ± 8.13a 0.00 ± 0.00b
400 99 14.18 ± 4.60a 46.18 ± 16.67a 0.00 ± 0.00b
300 99 13.97 ± 4.59a 57.30 ± 7.97a 0.00 ± 0.00b
200 99 13.35 ± 5.46a 163.05 ± 68.21a 0.00 ± 0.00b
100 99 14.52 ± 5.94a 247.95 ± 82.67a 9.37 ± 8.76b

Control 99 14.47 ± 5.54a 282.54 ± 188.61a 48.60 ± 10.7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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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Reproductive performance of Helicoverpa assulta when treated or untreated adults 
are mated in reciprocal crosses

aN, total irradiated number. -, not available.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UF indicates unirradiated female; UM, unirradiated male; IF, irradiated female; IM, irradiated 
male.

○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100 Gy 이상 처리시 대부분 유충상태로 사망하였고 일부는 

기형 번데기를 형성하였고, 6령유충은 약 6.67%가 정상 용화하였으나 번데기 상태에서 

사망하거나 정상 우화하지 못하였다. 번데기의 경우 200 Gy 이상 처리시 약 6.67%가 정

상 우화하였으나 산란하지 않았다. 성충의 경우 모든 조사구에서 산란하였으나, 200 Gy 

이상부터 부화하지 않았으며 100 Gy 조사시 9.37%의 낮은 부화율을 보였다. 또한, 성충 

암수 중 한쪽만 처리후 경우에는 수컷만 처리한 경우가 암컷만 처리한 경우에 비해 높

은 부화율을 보여 수컷의 내성이 더 강할 것임을 추측할 수 있었으며, 500 Gy 이상 조

사시 산란된 알이 부화하지 않아 생식제어가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알 및 유충의 경우 

100 Gy 이상의 X선 조사시, 번데기 및 성충의 경우 200 Gy 이상 조사시 그리고 성충 

한 성에만 조사하는 경우에는 500 Gy 이상 조사시 효과적으로 생식이 제어될 것으로 판

단된다. 

  우수 이온화 에너지

 1. 전자빔 조사

○ 같은 선량 처리시 살충 및 불임효과가 높은 우수 이온와 에너지 선발을 위하여 감마

선, X선 조사에 이어 전자빔 예비조사를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감마선과 X선의 경우 번

데기를 대상으로 1000 Gy 처리시 정상 우화개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나 전자빔의 경우 전

체 중 80.00%는 사망하였으나, 13.33%의 기형우화가 발생하였고 6.67%의 정상 우화가 

존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빔의 경우 감마선과 X선에 비해 동일 선량 처

Dose (Gy) Na longevity (day)
No. eggs /♀/

total
Hatchability (%)

IM   
X UF

500 90 11.93 ± 3.90a 147.70 ± 55.04a 0.00 ± 0.00d

400 90 10.58 ± 4.16a 175.57 ± 53.23a 2.02 ± 2.29d

300 90 13.46 ± 4.73a 319.87 ± 71.05a 8.76 ± 7.59cd

200 90 11.70 ± 4.10a 332.20 ± 122.22a 23.05 ± 4.13cb

100 90 11.71 ± 4.50a 241.17 ± 59.26a 34.57 ± 2.50b

UM   
X IF

500 90 12.59 ± 3.60a 120.40 ± 21.65a 0.00 ± 0.00d

400 90 11.83 ± 3.99a 194.50 ± 76.95a 2.35 ± 2.94d

300 90 13.16 ± 5.04a 189.53 ± 72.97a 0.31 ± 0.40d

200 90 13.59 ± 5.18a 284.27 ± 24.02a 5.72 ± 3.70cd

100 90 11.02 ± 3.90a 212.60 ± 70.83a 14.67 ± 12.66cd

Control 90 12.30 ± 4.04a 278.67 ± 100.97a 60.85 ± 7.6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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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 살충 및 불임효과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우수 이온화 에너지 선발

○ 우수 이온화 에너지 선발을 위해 감마선 및 X선 감수성 연구결과를 비교하였다. 감마

선의 경우 알, 6령 유충, 번데기, 성충 모두 생식제어 선량은 100 Gy로 확인되었다. 알의 

경우 100 Gy 이상의 처리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우화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용화개체도 

번데기 단계에서 모두 사망하였다. 6령 유충의 경우 1.45%가 우화하였으나 모두 기형이

었으며 번데기의 경우 27.27%가 정상 우화하였으나, 산란양이 감소하고 알이 부화하지 

않았으며 성충의 경우 산란된 알이 부화하지 못하였다. X선의 경우 알, 6령 유충, 번데

기의 경우 100 Gy에서 생식제어가 가능하였으나, 성충의 경우 생식제어를 위해 200 Gy 

이상의 선량이 필요하였다. 알의 경우 100 Gy 이상의 처리구에서는 정상적으로 우화하

지 못하였으며, 일부 용화개체도 번데기 단계에서 모두 사망하였고, 6령 유충의 경우 

1.33%가 우화하였으나 모두 기형이었으며, 번데기의 경우 21.11%가 정상 우화하였으나 

산란양이 감소하고 알이 부화하지 않았다. 성충의 경우 200 Gy 이상 조사시 산란된 알

이 부화하지 못하였다.

○ 감마선과 X선의 생식제어 선량은 알, 6령 유충, 번데기에서는 동일하게 100 Gy로 나타

났다. 그러나 6령 유충의 경우 X선에서는 1.11%가 기형 우화하였으나, 감마선에서는 번

데기 단계에서 모두 사망하였다. 또한, 번데기에 X선을 조사한 경우에는 1.11%의 정상 

우화개체가 존재하였으나 감마선에서는 동일 선량에서 정상 성충의 우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일 선량내 살충 및 생식제어 효과는 감마선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였다.

   현장 실증연구

 1. Dose mapping

○ 상자내 위치에 따른 감마선 흡수선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Dose mapping 을 수행하였다. 

담배나방 접종이 완료된 파프리카 상자 (45 × 29.5 × 17.7 cm) 중 무작위로 한 상자를 

골라 수행하였다. 상자 내부 윗면 우측 위쪽과 아랫쪽 좌측 위쪽과 아래쪽에 1개씩 4개, 

상자 내부 아랫면 우측 위쪽과 아랫쪽 좌측 위쪽과 아래쪽에 1개씩 4개, 상자 내부 옆면

에 각각 1개씩 4개, 상자 내 파프리카 20개 중 무작위로 3개를 선발하여 파프리카 내부

에 각각 1개씩 3개, 총 15개의 Φ 5 mm Alanine 선량계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설치하였다. 조사 후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여 흡수선량을 측정하였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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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상자내 위치에 따른 Dose mapping

○ Dose mapping 수행결과, 200 Gy 조사 시 전반적으로 170 ~ 199 Gy로 선량이 측정되었

다 (표 19). 가장 낮은 흡수선량은 파프리카 내부 (13번)로 170 Gy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흡수선량은 199 Gy로 상자 내부 윗면 우측 아랫쪽 (4번)에서 가장 높게 투과되었

다 (표 19, 그림 9). 13개 Alanine 선량계 의 평균은 188 Gy였다. 300 Gy 조사 시에는 전

반적으로 276 ~ 319 Gy로 선량이 측정되었다 (표 19). 가장 낮은 선량은 상자 내부 밑면 

좌측 아랫면 (11번)으로 276 Gy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선량으로는 319 Gy로 상자 

내부 윗면 위쪽(1, 2번)에서 가장 높게 투과되었다 (표 19, 그림 9). 15개 Alanine 선량계 

의 평균은 297 Gy였다. 400 Gy 조사 시 전반적으로 350 ~ 400 Gy의 감마선이 측정되었

다 (표 19). 가장 낮은 선량은 파프리카 내부(15번)로 340 Gy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선량은 402 Gy로 상자 내부 옆면 우측(7번)으로 15개 Alanine 선량계의 평균은 376 Gy

였다 (표 19, 그림 9).

Table 19. Results of dose mapping from paprika boxes

Position
Dose (Gy)

200 300 400

Top

1 197 319 387

2 196 319 384

3 198 313 384

4 199 301 380

Side

5 189 297 375

6 186 298 396

7 184 296 402

8 186 305 370

Bottom

9 183 290 372

10 185 281 362

11 185 276 354

12 186 301 360

Inside

13 170 279 390

14 - 297 384

15 - 290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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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현장 실증연구 수행

○ 조사선량은 감마선 감수성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충 및 번데기의 정상 성충 우화 제

어가 가능한 선량인 200 및 300 Gy를 각각 선발하였으며, 번데기의 경우 300 Gy 처리시 

일부 정상 성충우화개체를 확인하여 400 Gy를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 대량 실증연구 수행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제시하는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QIA, 2014)에 따라 파프리카 검역시 발견될 수 있으며 내성이 강한 태인 번데기를 대상

으로 그리고 유충을 부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유충은 감마선 저항성이 가장 클 것으로 판

단되는 종령 유충을 사용하였으며 종령 유충의 선발은 선행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부화 

후 17 ~ 20일이 경과한 유충 중 육안 관찰시 크기가 약 4 cm 내외인 개체를 선발하여 

사용하였다. 번데기는 용화 후 4 ~ 5일이 경과한 번데기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은 

2반복씩 수행하였으며 유충은 1반복구 당 파프리카가 각 20개씩 들어있는 파프리카 상

자 (45 cm × 29.5 cm × 17.7 cm) 10개 상자에 한 개 파프리카 당 내부에 5 ~ 6개체를 

접종하였으며, 번데기는 유충과 동일 조건의 파프리카 상자를 이용하여 1반복구당 5개 

상자에 접종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10). 담배나방의 파프리카 접종은 파프리카를 소독한 

칼을 이용하여 전체길이 중 1/3 지점을 자른 후 각각의 해당태를 넣은후 고무줄을 이용

하여 파프리카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였다 (그림 10). 조사 후에는 파프리카 내부에

서 사육시 시간 경과에 따른 과실 썩음으로 인한 곤충 사망률의 증가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시충을 파프리카에서 골라내어 본래의 사육방법과 동일

하게 인공사료를 이용하여 사육하였다. 

그림 10. 현장 실증 연구 수행 방법

○ 유충을 대상으로 현장연구 수행결과 200 Gy 처리시 1반복구에서는 89.65%가 유충단계

에서 사망하였고 전체 10.34%가 용화하였으나 그 중 절반 이상인 7.34%가 기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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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이후 우화는 되지 않아 번데기단계에서 100% 억제되었다 (표 20). 2반복구 결과 

역시 1반복구와 유사하게 88.67%가 유충단계에서 사망하였고 11.33%가 용화하였으나 

7.83%가 기형용화 하여 번데기 단계에서 100% 억제되었다 (표 20).

○ 유충을 대상으로 현장연구 수행결과 200 Gy 처리시 1반복구에서는 89.65%가 유충단계

에서 사망하였고 전체 10.34%가 용화하였으나 그 중 절반 이상인 7.34%가 기형이었다 

(표 20). 이후 우화는 되지 않아 번데기단계에서 100% 억제되었다 (표 20). 2반복구 결과 

역시 1반복구와 유사하게 88.67%가 유충단계에서 사망하였고 11.33%가 용화하였으나 

7.83%가 기형용화 하여 번데기 단계에서 100% 억제되었다 (표 20).

○ 번데기를 대상으로한 현장연구 결과는 각 반복구 당 600개체씩 총 1,200개체를 대상으

로 수행하였다. 수행결과 300 Gy 처리시 1반복구와 2반복구에서 각각 89.83%, 88.67%로 

번데기 단계에서 사망함을 확인하였다 (표 20). 그러나 태별 감수성 결과와는 달리 반복

구 별로 1.67%, 1.50%가 각각 정상 우화하여 정상 우화를 완벽히 제어하지 못함을 확인

하였다 (표 20). 후차적으로 정상 우화개체 교미실험 결과, 암컷은 산란하지 못함을 확인

하여 300 Gy도 생식제어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감수성 실

험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실험 개체수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사선 민감

성 및 내성은 산소농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저산소 상태에서 내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Alpen, 1998; Earle et al., 1979, Mansour, 2003), 과실 내부는 저산소 상태로 

알려져 있다 (Hallman et al., 1994).

○ 보다, 확실한 정상 성충 제어를 위해 번데기를 대상으로 400 Gy를 이용하여 반복구별

로 각각 500개체, 505개체 총 1,005개체를 대상으로 번데기 대량 실험을 추가적으로 수

행하였다. 그 결과, 번데기 사망률은 1반복구 및 2반복구에서 각각 87.00%와 89.71%였다 

(표 20). 기형 성충의 우화율은 각각 13.00% 및 10.30%로 나타났으며, 정상 성충의 우화

는 일어나지 않았다 (표 20). 감수성 실험 결과와 비교시 정상 성충 우화는 동일하게 억

제 되었으나 기형 성충의 우화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한 결과(13.00% 및 10.30% vs 4.55%)

임을 확인하였다 (표 20)

Table 20. Results of confirmatory test from irradiated paprikas infected last instar larvae and pupae 
of Helicoverpa assulta

   NaDCC 및 감마선 병용처리 (제 2세부과제와 협동)

 1. 예비실험

○ 파프리카에서 수출시 문제되는 병해충인 Botrytis cinerea와 담배나방 동시검역을 위해 

　
Dose 
(Gy)

Repeat N Mortality
Pupal

mortality (%)

Pupae 

deformity (%)

Adult 

emergence (%)

Adult 

deformity (%)
Total (%)

Larvae 200
1 986 89.65 3.04 7.30 - - 100.00

2 1200 88.67 3.50 7.83 - - 100.00

Pupae

300
1 600 89.83 - - 1.67 8.50 100.00

2 600 88.67 - - 1.50 9.83 100.00

400
1 500 87.00 - - 0.00 13.00 100.00

2 505 89.71 - - 0.00 10.30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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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CC와 감마선을 병용처리하였다. 1차년도 연구 결과 B. cinerea는 NaDCC 30ppm 및 

감마선 400 Gy 처리시 제어가 가능하며 담배나방 역시 400 Gy에서 충분히 생식적 제어

가 가능하여 병용처리 조건은 NaDCC 30ppm 및 감마선 400 Gy로 결정하였다 

○ 실험결과 예상을 위해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예비실험은 B. cinerea와 담배나방 5 ~ 

6령을 대상으로 6개체씩 수행되었으며 실험은 Only NaDCC 30ppm, Only Gamma 400 

Gy, NaDCC 30ppm + Gamma 400 Gy 3가지 및 대조구로 구성되었다. 실험 방법은 기타 

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락스로 세척한 파프리카에 구멍을 뚫어 담배나방 접종 후 당

일, B. cinerea를 함께 접종 후 24시간 후 NaDCC와 감마선을 함께 처리하였다. 처리 후 

10일 뒤 결과를 관찰하였으며, 10일이 경과하는 동안 파프리카의 상태가 담배나방 생육

에 적합하지 못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여 NaDCC와 감마선 처리 후 파

프리카에서 생육하는 조건과 인공사료에서 생육하는 두가지 조건하에서 실험하였다. 

○ 예비실험 결과 파프리카에서 사육한 실험구는 대부분 용화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결과

를 보였다. 그러나 대조구에서는 파프리카에서 5개체가 탈출하여 3개체가 용화상태로 사

망하였으며 탈출한 2개체 및 파프리카 내 1개체는 유충상태로 사망하였다. Only NaDCC 

30ppm 처리구에서 대조구와 동일하게 파프리카에서 5개체가 탈출하여 용화 진행중에 

사망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나 Only Gamma 400 Gy 및 NaDCC 30ppm + Gamma 400 

Gy등 감마선 처리 실험구에서는 모든 개체가 파프리카 내에 존재하였으며 용화 진행 역

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인공사료 개체에서는 대조구와 Only NaDCC 30ppm 처리시

에는 한 개체를 제외한 전부가 번데기로 태를 바꾸어 생존하는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Only Gamma 400 Gy 및 NaDCC 30ppm + Gamma 400 Gy 처리구에서는 기존 감마선 조

사결과와 동일하게 용화진행 없이 유충 단계에서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1).

표 21. NaDCC 및 감마선 병용처리 예비실험 결과

 2. 본 실험

○ 예비실험 결과 B. cinerea를 제외한 기타 균들이 발견되어 실험 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실험은 실험 진행순서를 바꿔 실행하였다. 기타 균 오염방지를 위해 락스로 세

척한 파프리카에 우선 균을 접종한 후 24시간 뒤 NaDCC를 처리하고 담배나방 유충을 

접종한 후 감마선을 처리하였다. 실험 개체 수는 12개체씩 진행하였으며, 이 외 모든 조

건은 예비실험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 본 실험 결과 파프리카에서 사육한 실험구는 모두 용화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였다. 

Only NaDCC 30ppm에서는 2개체가 유충 단계에서 생존하였으나, 감마선 처리구에서는 

모두 사망하였음. 그러나 대조구에서는 파프리카에서 탈출하여 번데기로 태를 바꿔 생존

한 개체들을 확인하였다. 인공사료 사육개체는 대조구 및 Only NaDCC 30ppm에서는 1, 

n

파프리카 (개체)

n

인공사료 (Cup, 개체)

생존 사망 생존 사망

번데기 유충 번데기 유충 번데기 유충 번데기 유충

Control 6 - 1 3 2 6 5 - - 1

Only NaDCC 30ppm 5 - 1 - 4 6 6 - - -

Only Gamma 400 Gy 6 - 2 - 4 6 - 6 - -

NaDCC 30ppm
+ Gamma 400 Gy 6 - 2 - 4 6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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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체 사망을 제외하고는 모두 번데기로 태를 바꿔 생존함을 확인하였으나, Only 

Gamma 400 Gy 및 NaDCC 30ppm + Gamma 400 Gy 처리구에서는 예비조사 결과와 동

일하게 용화진행 없이 유충 단계에서 머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22, 그림 11). 균 역

시 NaDCC 30ppm + Gamma 400 Gy을 확인하여 NaDCC 30ppm + Gamma 400 Gy조건에

서 동시 검역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2. NaDCC 및 감마선 병용처리 본실험 결과

그림 11. NaDCC 및 감마선 병용처리 결과

  훈증제 영향평가 (제 1협동과제와 협동)

○ 제 1협동과제 (동부팜한농)와 협동하여 진행하였으며, 담배나방에 대한 훈증제별 살충효과 및 농

도 확인을 위해 담배나방을 제공하였다. 알, 6령유충, 번데기 및 성충 모든 태를 대상으로 베이

퍼메이트 훈증제 및 비바킬 훈증제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1차로 각 태별로 300개체

씩 제공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추가 실험을 위해 성충과 알을 각각 100개체씩 추가 제공하

였다.

n

파프리카 (개체)

n

인공사료 (Cup, 개체)

생존 사망 생존 사망

번데기 유충 번데기 유충 번데기 유충 번데기 유충

Control 12 4 - 1 7 12 11 - 1 -

Only NaDCC 30ppm 12 - 2 - 10 12 10 - 2 -

Only Gamma 400 Gy 12 - - - 12 12 - 12 - -

NaDCC 30ppm
+ Gamma 400 Gy 12 - - - 12 12 - 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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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환경 훈증제 적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개발 (제1 협동 : 동부팜한농)

제 1 절   친환경 훈증제 적용을 위한 실용화 기술 개발

 1. MB 대체 훈증제 선발 및 적용 가능 수출 농산물 선발

 가. 주요 수출 과실류(사과, 배, 단감, 감귤, 포도)에 대한 MB 대체 훈증제 선발

 (1) 포스핀(PH3) 훈증제의 온도별 사과/배 복숭아심식나방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포스핀 훈증제의 사과/배 복숭아심식나방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심식나방

에 감염된 사과(경북대 제공)를 다량 확보하여 포스핀 훈증제를 저온(저장 적온) 및 상온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저온에서는 3일간 처리할 경우 포스핀 훈증제 100g/m3 처

리구에서 79% 방제가가 나타났으나 상온에서는 3일간 처리할 경우 포스핀 훈증제 100g/m3에

서 심식나방이 100% 방제되었다. 저온(저장 적온)에서 심식나방 방제를 위해 포스핀 훈증제의 

처리 일수를 5일로 늘려 처리한 결과 포스핀 훈증제 100g/m3 처리 시 심식나방이 100% 방제

되었다 (표 1).

  표 1. 훈증 온도 별 포스핀 훈증제의 사과/배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약효 결과

Trt. (5±1 ℃) Mortality(%, 14DAT)

Fumigant Temp
Dose

(mg/L)

Time

(h)

CT

(mgh/L)

Fruit

No.

Larvaof

C.sasakii
대조구

저온

(3℃)

- - - 87 0.0%

포스핀 훈증제
25 72 14.10 90 32.8%
50 72 38.40 101 67.6%
100 72 77.20 117 79.0%

대조구
상온

(25℃)

- - - 199 0.0%

포스핀 훈증제
25 72 16.90 258 97.9%
50 72 42.70 208 99.0%
100 72 80.30 203 100.0%

 (2) 포스핀(PH3)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사과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포스핀 훈증제의 사과 복숭아심식나방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사과에 대한 약

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경도, 당도, 표면색도, 내부색도, 감모율 및 맛과 냄새에서 

PH3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MeBr 처리구에서

는 심하게 부패가 일어났고 악취 및 맛 저하로 식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2, 그림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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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 포스핀 훈증제 및 MB 처리 시 사과에 대한 약해 평가 결과

Treatment Phytotoxicity(56DAT)

Fumigant
Temp

(℃)

Dose

(g/m3)

Time

(hr)

CT

(gh/m3)
경도 당도

표면색

도

내부색

도
감모율

맛,

냄새

대조구 - - - - 1.52 a 13.0 a 52.8 a 78.6 a 4.34 a Good

포스핀 
훈증제 3℃ 2 5day 121.50 1.57 a 14.2 a 51.8 a 78.6 a 4.41 a Good

포스핀 
훈증제 25℃ 2 3day 89.90 1.50 a 14.3 a 51.6 a 79.3 a 4.76 a Good

MeBr 15℃ 48 24hr 987.68 부패 부패 37.8 b 62.6 b 7.03 b 식용불
가

그림 1. 사과 훈증처리 후 8주 경과 시 표피의 변화

그림 2. 사과 훈증처리 후 8주 경과 시 내부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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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포스핀(PH3)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배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포스핀 훈증제의 배 복숭아명나방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배에 대한 약

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경도, 당도, 표면색도, 내부색도, 감모율 및 맛과 냄새에서 

PH3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 그림 3, 4).

표 3. 포스핀 훈증제 및 MB 처리 시 배에 대한 약해 평가 결과

Treatment Phytotoxicity(56DAT)

Fumigant
Temp

(℃)

Dose

(g/m3)

Time

(hr)

CT

(gh/m3)
경도 당도 표면

색도
내부
색도 감모율 맛, 냄새

대조구 - - - - 1.38 13.8 25.2 66.7 4.2 이상없음

비바킬 3℃ 100 5day 114.90 1.43 13.1 24.8 67.8 4.7 이상없음

비바킬 25℃ 100 3day 79.10 1.50 13.2 25.1 67.5 4.3 이상없음

MeBr 15℃ 48 24hr 760.60 1.36 13.5 24.4 68.3 4.7 이상없음

그림 3. 배 훈증처리 후 4주 경과 시 표피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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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배 훈증처리 후 4주 경과 시 내부의 변화

 (4) 포스핀(PH3) 훈증제의 단감 감꼭지나방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포스핀 훈증제의 단감 감꼭지나방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감꼭지나방을 채

집(안동대 제공)하여 포스핀 훈증제를 저온(저장 적온)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저온 조건에서 포스핀 훈증제 100g/m3, 24시간 처리한 처리구의 경우 유충에 대해서는 100%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번데기에 대해서는 80%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저온(저장 적온)에서 

감꼭지나방 번데기의 방제를 위해서는 포스핀 훈증제의 처리 일수를 늘리거나 이온화에너지 

병행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4).

     표 4. 훈증 농도 별 포스핀 훈증제의 단감 감꼭지나방에 대한 약효 결과

Trt. (5±1 ℃) Mortality(%)

Fumigant

Dose Time CT 감꼭지나방 

(mg/L) (h) (mg h/L)
유충 번데기 

Mort Mort

Cont - - 0 0.00% 0.00%

PH3

0.5 24 6.7 100.00% 60.00%

1 24 12.7 100.00% 70.00%

2 24 23 100.00% 80.00%

 (5) 에틸포메이트(EF) 훈증제의 단감 감꼭지나방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단감 감꼭지나방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감꼭지나

방을 채집(안동대 제공)하여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를 저온(저장 적온)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

다. 시험 결과 저온 조건에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200g/m3, 6시간 처리한 처리구의 경우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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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번데기 모두에 100%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는 단감 감꼭

지나방 방제 훈증제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5).

     표 5. 훈증 농도 별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단감 감꼭지나방에 대한 약효 결과

Trt. (5±1 ℃) Mortality(%)

Fumigant

Dose Time CT 감꼭지나방 

(mg/L) (h)　 (mg h/L)
유충 번데기 

Mort Mort

Cont - - 0 0.00% 0.00%

EF

4.2 6 9.8 0.00% 0.00%

8.3 6 27.5 10.00% 0.00%

16.7 6 49.6 60.00% 30.00%

25.1 6 68.4 100.00% 50.00%

33.3 6 96.9 100.00% 80.00%

 (6) 포스핀(PH3)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단감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포스핀 훈증제의 단감 감꼭지나방 유충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단감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경도, 당도, 감모율 및 맛과 냄새에서 PH3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MB 대조구의 경우 과실의 표피 

색이 변색되고 경도 및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표 6, 그림 5).

   표 6. 포스핀 훈증제 및 MB 처리 시 단감에 대한 약해 평가 결과

Trt. (5±1 ℃) Phytotoxicity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경도 당도 감모율

대조구 - - - 1.27 a 15.4 a 1.12 a

MeBr 64 2 89.92 0.54 b 15.6 a 6.20 b

포스핀 훈증제 100 24 33.79 1.19 a 15.9 a 1.40 a

그림 5. 단감 훈증처리 시 약해 평가 결과(좌: 무처리, 중: PH3 처리, 우: MB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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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에틸포메이트(EF)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단감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단감 감꼭지나방 유충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단감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경도, 당도, 표면색도, 내부색도, 감모율 및 

맛과 냄새에서 EF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7, 그림 

6).

   표 7.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처리 시 단감에 대한 약해 평가 결과

Trt. (5±1 ℃) Phytotoxicity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경도 당도 감모율

대조구 - - - 1.27 a 15.4 a 1.12 a

MeBr 64 2 89.92 0.54 b 15.6 a 6.20 b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200 6 65.31 1.24 a 15.3 a 1.18 a

그림 6. 단감 훈증처리 시 약해 평가 결과(좌: 무처리, 중: EF 처리, 우: MB 처리)

 (8) EDN 훈증제의 감귤 저장병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감귤 저장병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수확한 감귤 과실에 대

해 EDN 훈증제를 저온(저장 적온)에서 농도 별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저온 조건

에서 EDN 훈증제 10g/m3, 2시간 처리한 처리구의 경우 감귤 푸른곰팡이병(Penicillium italicum)

에 대해 90% 이상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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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8. EDN 훈증제의 감귤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약효 평가 결과

 (9) EDN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감귤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감귤 저장병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감귤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EDN 10g/m3, 2시간 처리할 경우, 경도, 당도, 감모율 및 부패율, 

맛과 냄새에서 EDN 처리구와 무처리 대조구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9, 그림 

7).

              표 9. EDN 훈증제의 감귤에 대한 약해 평가 결과

Trt. (5±1 ℃) 약해(Index)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감귤

대조구 - - - 0
EDN 1 2 2.69 0
EDN 5 2 10.50 0
EDN 10 2 21.34 0

그림 7. EF 및 EDN 처리에 의한 감귤 약해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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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포도 벚초파리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포도 벚초파리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인공사료로 

실내 사육한 벚초파리(경상대 제공)를 이용하여 저온(저장 적온) 조건에서 농도 별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저온 조건에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150g/m3, 4시간 처리한 처리구의 

경우 유충, 번데기, 성충 공히 100%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저온(저장 적온) 조건에서 포도 벚초

파리 방제 농도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150g/m3, 4시간 처리 방법을 설정하였다(표 10).

표 1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포도 벚초파리의 태 별 약효평가 결과

Trt. (5±1 ℃) Mortality

Fumigant
Dose Time CT 벚초파리 유충 벚초파리번데기 벚초파리 성충

(mg/L) (h) (mg h/L) Mort Mort Mort

Cont - - 0 0.0% 0.0% 12.7%

EF

0.17 4 3.8 0.0% 0.0% 43.8%

4.2 4 12.5 5.6% 0.0% 100.0%

8.3 4 22.5 30.3% 66.0% 100.0%

12.5 4 35.6 62.9% 76.0% 100.0%

16.7 4 47.5 87.5% 84.0% 100.0%

25.1 4 63.2 100.0% 100.0% 100.0%

33.3 4 88.4 100.0% 100.0% 100.0%

 (11)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포도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포도 벚초파리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포도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당도, 탈립율, 감모율 및 맛과 냄새에서 EF 처리구 

및 MB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1, 그림 8).

               표 11.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포도에 대한 약해 평가 결과

Phytotoxicity

무처리 - - 0 0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64 2 103.53 0

420 4 218.94 0

840 4 398.19 0

베이퍼메이트
훈증제

(Index 0~5)

Trt. (2±1 ℃)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 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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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및 MeBr의 포도 훈증처리 시 약해 평가 결과

 (12) EDN 훈증제의 사과 저장병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사과 저장병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사과 저장병(안동

대 제공)을 이용하여 EDN 훈증제를 저온(저장 적온)에서 농도 별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

험 결과, EDN 2, 4g/m3, 2시간 처리한 결과 4g/m3, 2시간 처리 시 탄저병에 대해 40% 수준의 

효과, 푸른곰팡이병에 대해 80% 수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EDN 단독 처리 시 약해 

미발생 농도에서는 사과 저장병에 대해 100% 방제가 어려워 추후 방사선 병행처리를 통한 약

효 평가를 실시하고자 한다(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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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EDN 훈증제의 사과 저장병에 대한 약효 시험 결과

 (13) EDN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사과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사과 저장병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사과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EDN 5g/m3, 2시간 처리 시 표피에서 미세한 약해 증상이 나타

났고, 그 이상 농도로 처리 시 심한 표피 변색이 나타났다. EDN의 사과 저장병 방제를 위해 

적용 가능한 수준은 5gh/m3, 2시간 이하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12, 그림 10).

          표 12. EDN 훈증제의 사과에 대한 약해 평가 결과

Trt. (5±1 ℃) 약해(Index, 14DAT)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외부 색 변화

대조구 - - - 0
EDN 1 2 3.42 0
EDN 3 2 7.80 0
EDN 5 2 8.39 0
EDN 10 2 19.14 2
EDN 25 2 45.30 2
EDN 50 2 64.3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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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EDN 훈증제의 사과에 대한 약해 시험 결과

 나. 주요 수출 채소류(파프리카, 고구마)에 대한 MB 대체 훈증제 선발

 (1) 에틸포메이트(EF) 훈증제의 파프리카 꽃노랑총채벌레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파프리카 꽃노랑총채벌레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파프리카에 꽃노랑총채벌레를 접종한 후 저온(저장 적온) 및 저온(냉장온도)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12℃에서 2시간 처리할 경우 EF 30g/m3 처리구에서 100% 방제가가 나

타났고 5℃에서 2시간 처리할 경우 마찬가지로 EF 30g/m3에서 꽃노랑총채벌레가 100% 방제되

었다. 시험 결과 온도에 따른 약제 감수성 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EF 30g/m3 이상 

처리 시 꽃노랑총채벌레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3, 14).

   표 13.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파프리카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약효평가 결과(12℃)

Trt. (12±1 ℃) Mortality(%)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꽃노랑총채벌레

성충

꽃노랑총채벌레

약충

대조구 - - - 0.0% 0.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10 2 2.12 21.0% 19.0%
20 2 4.42 88.0% 94.0%
30 2 8.83 100.0% 100.0%
40 2 11.04 100.0% 100.0%
50 2 15.14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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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파프리카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약효평가 결과(5℃)

Trt. (5±1 ℃) Mortality(%)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꽃노랑총채벌레

성충

꽃노랑총채벌레

약충

대조구 - - - 0.0% 0.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10 2 1.84 8.0% 11.0%
20 2 4.73 26.0% 32.0%
30 2 7.99 100.0% 100.0%
40 2 9.07 100.0% 100.0%
50 2 11.26 100.0% 100.0%

 (2) 에틸포메이트(EF)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파프리카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파프리카 검역해충방제 적용을 위해 약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 처리 

농도 기준 130g/m3 이하에서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160g/m3 이상에서는 꼭지 부분의 변

색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EF의 파프리카 적용 농도는 130g/m3 이하로 설정하였다(표 15, 그림 

11).

             표 15.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파프리카에 대한 약해평가 결과

Trt. (12±1 ℃) 약해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꼭지변색
(index0~5)

대조구 - - - 0

베이퍼메이트
훈증제

50 2 14.79 0
75 2 16.93 0

100 2 17.42 0
130 2 26.26 0
160 2 26.66 1
180 2 35.17 1
210 2 42.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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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EF 처리에 따른 파프리카의 약해 증상(꼭지 변색)

 (3) 에틸포메이트(EF), 포스핀(PH3) 훈증제의 파프리카 담배나방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

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및 포스핀 훈증제의 파프리카 담배나방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

하기 위해 실내 사육한 담배나방(전남대 제공)을 이용하여 저온(저장 적온)에서 약효 평가를 실

시하였다. 시험 결과 EF 400g/m3, 2시간 처리구에서 담배나방 번데기는 100% 방제가 되었으나 

유층의 경우 85% 방제가 되어 베이퍼메이트 훈증제 단독으로 처리 시 담배나방 방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PH3 200g/m3, 2시간 처리 시 번데기와 6령 모두 낮은 방제효과를 나타내

었다. 담배나방 방제를 위해 이온화에너지와 훈증제의 병행처리 혹은 훈증제 간의 병행처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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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및 포스핀 훈증제의 파프리카 담배나방에 대한 약효평가 결과

Trt. (13±1 ℃) Mortality(%)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담배나방

6령 번데기 알

Cont - - - 0% 0% 0%

베이퍼메이트 

훈증제

25 2 8.16 0% 0% 0%

50 2 15.12 0% 0% 0%

75 2 18.54 0% 0% 0%

100 2 19.51 0% 0% 0%

150 2 33.59 0% 5% 0%

200 2 40.31 15% 65% 12%

300 2 65.28 70% 100% 58%

400 2 80.51 85% 100% 84%

비바킬 

훈증제

50 2 1.04 0% 0% -

100 2 2.90 0% 0% -

200 2 6.35 20% 25% -

 (4) EDN 훈증제의 파프리카 저장병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파프리카 저장병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사과 저장병

(원자력연구원 제공)을 이용하여 EDN 훈증제를 저온(저장 적온)에서 농도 별 약효 평가를 실시

하였다. 시험 결과, EDN 1g/m3, 4시간 이상 처리 시 균사 생육이 99% 이상 억제되었다 (그림 

12).

그림 12. EDN 처리 농도에 따른 파프리카 저장병 방제 효과 결과

(A: control, B~E: EDN treated(0.5, 1, 1.5, 2g/m3 for 4hr at 13℃))

 (5) EDN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파프리카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파프리카 저장병에 대해 90% 이상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파프리카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EDN 20g/m3, 2시간 이하 처리 시 파프리카에 대한 

약해가 나타나지 않아(꼭지부분에 미세한 색변화 있음) 파프리카 저장병에 대한 방제 수준을 

20g/m3, 2시간 이하로 설정하였다(표 17,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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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7. EDN훈증제의 파프리카에 대한 약해평가 결과

Trt. (13±1 ℃) 약해(Index)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파프리카

대조구 - - - 0
EDN 1 2 1.65 0
EDN 5 2 9.86 0
EDN 10 2 19.39 0
EDN 20 2 40.73 0

그림 13. EDN 훈증제의 파프리카에 대한 약해 시험 결과

 (6) EDN 훈증제의 고구마 저장병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고구마 저장병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고구마를 저온(저장 

적온) 조건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5℃에서 EDN 20g/m3, 2시간 처리할 경우 

98% 이상 저장병 발생이 억제되었다. 시험 결과 EDN 20g/m3, 2시간 처리 시 고구마 저장병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8).

         표 18. EDN 훈증제의 고구마 저장병에 대한 약효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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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EDN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고구마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고구마 저장병에 대해 90% 이상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고구마에 대

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경도, 부패율, 감모율 및 맛과 냄새에서 EDN 처리구의 

경우 무처리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9, 그림 14).

             표 19. EDN훈증제의 고구마에 대한 약해평가 결과

Trt. (20±5 ℃) Phytotoxicity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Index 0~5)

대조구 - - - 0
EDN 1 2 2.40 0
EDN 5 2 10.72 0
EDN 10 2 20.28 0
EDN 20 2 42.54 0

그림 14. EDN 훈증제의 고구마에 대한 약해 시험 결과

 다. 주요 수출 절화류(장미, 국화, 백합)에 대한 MB 대체 훈증제 선발

 (1)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절화류 진딧물 >99% 방제 CT 도출 기초시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인 진딧물(목화진딧물)에 대한 >99% 방제 가능한 농

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온 및 저온(저장 적온) 조건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저

온에서는 CTP 5.08gh/m3 이상에서 목화진딧물이 100% 방제되었고, 상온에서는 CTP 4.86gh/m3 

이상에서 목화진딧물이 100% 방제되었다. EF에 대한 저항성은 약충에 비해 성충이 높게 나타

났다(표 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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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훈증 온도 별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절화류 목화진딧물에 대한 약효 결과(5℃)

Treatment(5±1℃) 목화진딧물 성충 목화진딧물 약충

Fumigant Temp
Dose

(g/m3)

Time

(hr)
CT 사충률(%) 사충률(%)

Cont 5 - - 0 0.0 0.0

베이퍼메이트

5 5 1 0.73 0.0 6.3

5 10 1 1.19 28.6 38.9

5 25 1 2.23 80.0 87.5

5 50 1 5.08 100.0 100.0

5 5 2 1.62 33.3 71.9

5 10 2 1.84 50.0 65.6

5 25 2 5.84 100.0 100.0

5 50 2 12.35 100.0 100.0

표 21. 훈증 온도 별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절화류 목화진딧물에 대한 약효 결과(상온)

Treatment(20±5℃) 목화진딧물 성충 목화진딧물 약충

Fumigant Temp
Dose

(g/m3)

Time

(hr)
CT 사충률(%) 사충률(%)

Cont 20 - - 0 0.0 0.0

베이퍼메이트

20 5 1 0.57 0.0 0.0

20 5 1 1.26 0.0 29.4

20 10 1 1.52 0.0 62.5

20 10 1 1.86 23.1 53.8

20 25 1 2.71 75.0 90.0

20 25 1 2.89 35.7 86.8

20 50 1 4.86 100.0 100.0

20 50 1 6.65 100.0 100.0

20 5 2 2.62 41.2 63.6

20 10 2 4.26 100.0 100.0

20 25 2 7.18 100.0 100.0

20 50 2 12.74 100.0 100.0

 (2) 포스핀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 방제 기초시험

포스핀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인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에 대한 >99% 방제 가능한 농도

를 확인하기 위해 저온(저장 적온) 조건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포스핀 훈증

제 100g/m3, 24시간 처리 시 점박이응애, 목화진딧물, 꽃노랑총채벌레 모두 100% 방제되었다

(표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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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2. 포스핀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에 대한 약효 결과(저온)

처리구 

반복 

점박이응애 목화진딧물 꽃노랑총채벌레 

(g/㎥) 해충수 사충율(%) 해충수 사충율(%) 해충수 사충율(%)

Cont
1 48 - 100 -

36 -
2 213 - 242 -

PH3 1g/m3
1 203 100 210 91

53 100
2 282 100 448 97

PH3 2g/m3 1 179 100 299 100 43 100

 (3) EDN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 방제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인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에 대한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저온(저장 적온) 조건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점박이응애의 경

우 2g/m3, 2hr 처리 시 알, 약충, 성충 100% 방제되었고 복숭아혹진딧물의 경우 0.5g/m3, 2hr 

처리 시 약충 및 성충이 100% 방제되었다. 총채벌레의 경우 0.2g/m3, 2시간 처리 시 약충 및 

성충이 100% 방제되었다. 절화류 주요 해충의 EDN에 대한 감수성은 총채벌레>진딧물>응애 순

으로 응애 방제 수준인 2g/m3, 2시간 처리 시 주요 해충에 대해 100% 방제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표 23, 24, 그림 15, 16, 17).

       표 23. EDN 훈증제의 절화류 점박이응애에 대한 약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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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4. EDN 훈증제의 절화류 복숭아혹진딧물에 대한 약효 결과

그림 15. EDN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인 복숭아혹진딧물에 대한 약효 평가 결과

그림 16. EDN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인 점박이응애에 대한 약효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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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EDN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인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약효 평가 결과

 (4) EDN 훈증제의 수출 백합 저장병 방제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수출 백합 저장병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상온 및 

저온(저장 적온) 조건에서 약효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백합 시들음병에 대해 상온 조

건에서는 CTP 7.54gh/m3 수준에서 100%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저온 조건에서는 7.39gh/m3 

수준에서 100% 방제효과를 나타내어 온도 간 약효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25, 26).

표 25. EDN 훈증제의 백합 시들음병에 대한 약효 평가 결과(상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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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EDN 훈증제의 백합 시들음병에 대한 약효 평가 결과(저온)

 (4)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절화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와 포스핀 훈증제의 절화 주요 해충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절화(장미, 국화, 백합)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EF CTP 

7.60gh/m3 이상에서 절화 장미의 꽃잎의 변색 및 위조 등 약해가 나타났고, EF CTP 8.01gh/m3 

이상에서 절화 국화의 꽃잎 위조증상이 나타났다. PH3 처리구의 경우 절화장미, 국화, 백합에

서 모두 약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험 결과 약해 경감을 위해 EF보다 PH3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27, 그림 18).

표 27.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훈증제의 절화(장미, 국화, 백합)에 대한 약해평가 결과

Trt. (5±1 ℃) Phytotoxicity(0~5)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Rose Lily
슈팅

스타

옐로

우킹

플래

시댄
셜리

M세

컨드

러블

리디
피스

벨리

나

미라

벨
조지아

Cont - - - 0 0 0 0 0 0 0 0 0 0

베이퍼메이트 

훈증제

25 2 3.84 0 0 0 0 0 0 0 0 0 0
50 2 7.60 0 0 1 0 1 1 0 0 1 0

100 2 24.46 2 2 3 2 3 3 1 1 3 2
200 2 57.11 2 2 3 3 3 3 2 2 3 4

비바킬 훈증제 100 2 3.79 0 0 0 0 0 0 0 0 0 0

Trt. (5±1 ℃) Phytotoxicity(0~5)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국화

백마

Cont - - - 0
베이퍼메이트 

훈증제

25 2 8.01 1

50 2 13.13 2

비바킬 훈증제 100 2 3.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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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처리에 의한 화훼류 약해 증상(좌상: 백합, 우상: 국화, 하: 장미)

 (5) EDN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절화(장미, 국화)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절화 주요 해충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절화(장미, 국화)

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절화 장미 14품종 및 절화국화 1품종에 대해 EDN 2.5g/m3, 

2hr 및 5g/m3, 1hr 수준으로 처리하여 약해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시험 결과 절화장미의 경우 

품종 별 약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고농도로 짧은 시간을 처리할 때보다 낮은 농도로 

장시간 처리할 경우 약해가 경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절화류 병 방제를 위한 필요 농도는 충 

방제 농도보다 높아 약해의 우려가 있어 절화의 경우 약효 증진 및 약해 경감을 목적으로 한 

훈증제+방사선 병행처리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표 28, 그림 19).

표 28. EDN 훈증제의 절화(장미, 국화)에 대한 약해평가 결과

Trt. (5±1 ℃) Phytotoxicity(Index)

Fumigant Dose
(mg/L)

Time
(h)

CT
(mgh/L)

Rose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Cont - - -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DN 2.5 2 3.23 1 0 0 0 1 0 0 1 0 1 0 0 0 2

EDN 5 1 2.99 3 1 1 2 3 0 2 2 1 2 0 1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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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EDN 훈증제 처리에 의한 화훼류 약해 증상

 (6) EDN 훈증제의 최적 처리 농도 적용 시 절화 백합에 대한 약해 기초시험

EDN 훈증제의 절화 백합 저장병에 대해 >99% 방제 가능한 농도 및 시간에서 절화 백합에 

대한 약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EDN 1~10g/m3, 2hr 처리하여 저온 저장한 후 약해 평가를 진행

하였다. 시험 결과 EDN 5g/m3, 2hr 미만 처리 시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EDN 5g/m3 이상 

처리 시 백합의 화경이 위조되고 꽃잎이 변색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백합 저장병 방제 처

리 시 EDN 5g/m3 , 2hr 미만의 농도를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표 29, 그림 20).

                 표 29. EDN 훈증제의 절화 백합에 대한 약해평가 결과

 

그림 20. EDN 훈증제 처리에 의한 절화 백합 약해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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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온화에너지 및 훈증제 병용처리 개발

 가. 이온화에너지 훈증제 병행처리 대상 작물의 주요 병해충에 대한 dose response 시험

 (1)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왕담배나방 태별 dose response 기초시험

훈증제와 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를 위해 주요 수출 작물에 대한 주요 해충을 선발한 후 각 

해충의 태별 방제 효과를 검정하였다. 수출 파프리카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왕담배나방은 파프

리카의 내부를 가해하는 해충으로 방제가 어렵고 약제 내성이 강해 훈증제 및 이온화에너지 

단독으로 방제가 어려운 특성이 있다. 왕담배나방에 대해 EF를 이용한 Dose Response 시험을 

진행한 결과 EF의 LCT 10%, 50%, 99% 값을 각각 산출하였으며, EF에 대한 약제 감수성은 알=

성충>유충>번데기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30, 그림 21). 

표 3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왕담배나방 태별 dose response 시험 결과

　 알
유충

번데기 성충
2~3령 6령

LCT 10 17.60 17.31 21.38 19.65 4.57
LCT 50 20.01 23.94 25.40 34.71 8.59
LCT 99 25.26 43.12 34.74 97.54 26.99

그림 21.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왕담배나방 태별 방제효과 PROBIT 분석결과

(좌상: 알, 우상: 2~3령, 좌하: 번데기, 우하: 성충)

 (2)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꽃노랑총채벌레 태별 dose response 기초시험

마찬가지로 훈증제와 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를 위해 수출 화훼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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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총채벌레에 대한 EF의 Dose Response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 결과 EF의 LCT 10%, 50%, 

99% 값을 각각 산출하였으며, EF에 대한 약제 감수성은 성충과 유충에서 유사하게 나타났으

며, 저온보다 상온에서 감수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31, 그림 22). 

      표 31.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꽃노랑총채벌레 태별 dose response 시험 결과

　
저온(5℃) 상온(25℃)

성충 약충 성충 약충
LCT 10 4.435 3.864 2.063 2.045
LCT 50 6.476 5.926 2.993 2.916
LCT 99 12.877 12.879 5.885 5.555

그림 22.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꽃노랑총채벌레 태별 방제효과 PROBIT 분석결과

(좌상: 성충 저온, 우상: 약충 저온, 좌하: 성충 상온, 우하: 약충 상온)

 (3)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귤가루깍지벌레 태별 dose response 기초시험

마찬가지로 훈증제와 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를 위해 수출 과실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귤

가루깍지벌레에 대한 EF의 Dose Response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 결과 EF의 LCT 10%, 50%, 

99% 값을 각각 산출하였으며, EF에 대한 약제 감수성은 알에서 가장 낮고 유충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 시 알에 대한 방제 효과 검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2, 33,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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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귤가루깍지벌레 태별 dose response 시험 결과(8℃)

　8℃ 알 약충 성충

LCT 10 9.7 3.7 14.7
LCT 50 22.9 7.0 19.4
LCT 99 108.3 22.4 32.4

표 33.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귤가루깍지벌레 태별 dose response 시험 결과(상온)

　13℃ 알 약충 성충

LCT 10 6.6 5.3 11.8
LCT 50 16.3 9.2 16.4
LCT 99 83.2 25.1 29.8

그림 23. EF 귤가루깍지벌레(알, 약충, 성충) 방제효과 PROBIT 분석결과

 나. 선발된 이온화에너지 훈증제 병행처리 대상 작물에 대한 병행처리 실증시험

 (1) EDN 훈증제와 이온화에너지 병행처리 사과 저장병 방제 실증시험

기 진행된 시험 결과에서 사과 저장병의 경우 약해에 대한 우려로 EDN 훈증제 처리 농도가 

5g/m3, 2시간 이하로 설정되었다. 이 농도에서 사과 주요 저장병에 대해 90% 이상의 방제효과

를 얻을 수 없어 이온화에너지와 EDN 훈증제의 병행처리 실증시험을 진행하였다. 사과 저장병

(안동대학교 공동 수행)중 중요한 병해인 사과 푸른곰팡이병과 사과 탄저병에 대해 E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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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m3, 1시간 처리 후 IRR 200Gy를 처리한 후 저장병 방제 효과를 검정하였다. 시험 결과 사

과 푸른곰팡이병에 대해 EDN 단독처리 시 방제 효과가 58% 수준이나 병행처리 시 80% 수준

까지 증가하였다. 사과 탄저병에 대해 EDN 단독처리 시 87% 수준이나 병행처리 시 91% 수준

까지 증가하였다. 시험 결과 EDN+IRR 병행처리 시 사과 저장병에 대해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4).

    표 34. EDN+IRR 병행처리 시 사과 주요 저장병에 대한 방제 효과 실증시험

　

사과푸른곰팡이병 사과탄저병 

Cont
EDN

4g/m3

EDN

4g/m3 Cont
EDN

4g/m3

EDN

4g/m3

+ IRR200gy + IRR200gy

방제가(%) - 58.4 79.8 - 86.9 91.2

 (2) EDN 훈증제와 이온화에너지 병행처리 파프리카 저장병 방제 실증시험

기 진행된 시험 결과에서 파프리카 저장병에 대한 약효시험 결과 EDN 1g/m3, 4hr 수준에서

도 저장병에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EDN의 파프리카 약해시험 결과 20g/m3, 2hr 이

하 농도에서는 표피 및 과육에는 약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꼭지 부분에 약해 증상이 나타났

고, 농도가 증가할 수록 약해 증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EDN 저농

도 처리+IRR 병행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파프리카에 적용하였다. 시험 결과 파프리카 주요 병

해인 Botrytis cinerea 균의 경우 EDN 2g/m3, 2hr + IRR 600gy 병행처리 시 99% 이상 방제되었

으며, Monilinia fructigena 균의 경우 EDN 3g/m3, 2hr + IRR 200gy 병행처리 시 99% 이상 방

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 EDN+IRR 병행처리 시 파프리카 저장병에 대해 효과적인 방

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24, 25).

그림 24. Botrytis cinerea 의 친환경 훈증제(EDN) 및 방사선(전자선) 병용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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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Monilinia fructigena 의 친환경 훈증제(EDN) 및 방사선(전자선) 병용처리 결과

 (3) PH3 훈증제와 이온화에너지 병행처리 절화 해충 방제 실증시험

기 진행된 시험 결과에서 PH3 훈증제 단독 처리 시 절화 해충에 대해 99% 이상 방제 가능

한 소독 기준을 설정하였다(포스핀 훈증제 100g/m3, 24hr). 그러나 MeBr 대비 훈증 시간이 길

어 훈증 시간을 단축하고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해 PH3+IRR 병행처리 기법을 개발하였다. 주요 

절화 해충(충북대학교 공동 수행) 6종에 대해 PH3 1g/m3, 6시간 처리 후 IRR 200, 300gy를 처

리한 후 해충 방제 효과를 검정하였다. 시험 결과 꽃노랑총채벌레, 가루깍지벌레, 담배거세미나

방,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경우 병행처리 시 100%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진딧물 2종에 대해

서는 단독처리, 병행처리 모두 50% 미만의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진딧물의 경우 포스핀에 

대해 저항성이 높은 해충으로, 진딧물 방제 목적으로 적용 시 포스핀 처리 시간을 증가하거나 

이온화에너지 양을 증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실제 수출절화 현장 적용 시 진딧물의 

경우 수 년간 보고된 적이 없어 충분한 사전 방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병행처리 기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 시에는 상업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35).

  표 35. PH3+IRR 병행처리 시 절화 주요 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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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5±1℃) Mortality(%)

Fumi

gant

Dose Time CT

IRR

꽃노랑

총채벌레 

목화

진딧물 

복숭아혹

진딧물 

가루

깍지벌레 

담배

거세미

나방 

아메리카

잎굴파리 

(mg/L) (h)
(mg

h/L)
알 성충 성충 성충 유충 알

Cont - - 0 　 0.00% 0.00% 0.00% 0.00% 0.00% 0.00%

PH3 1 6 5.39

- 41.7% 43.3% 4.20% 100% 100% 0.00%

200Gy 100% 45.6% 10.0% 100% 100% 100%

300Gy 100% 44.3% 6.40% 100% 100% 100%

3. MB 대체 훈증제 중대규모 실증시험 및 소독검역처리 기준 제안

 가. 주요 수출 과실류(사과, 포도)에 대한 MB 대체 훈증제 대규모 실증시험

 (1) PH3 훈증제의 사과 주요 해충에 대한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앞서 진행된 시험에서 포스핀 훈증제의 경우 사과 해충에 대해 99% 이상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사과에 대해 약해가 없어, 사과 해충 방제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MeBr 대체 훈증

제로 기 선발하였다. 기 선발된 최적 처리 농도 및 시간에 따라 대규모 실증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26). 시험은 10입방 규모의 금속 훈증상에서 진행하였으며 복숭아심식나방에 감염된 사

과를 채집하여 훈증상에 넣고 용적율 25% 수준이 되도록 사과로 훈증상을 채운 후 PH3 

2g/m3, 5일, 7일 간 훈증 처리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포스핀 7일 처리구에서는 심식나방이 

100% 방제되었으나 5일 처리구에서는 약 92% 수준으로 방제되었다(표 36). 그러나 포스핀 약

제의 특성 상 생충이라도 활력이 감소하여 시간이 경과할 경우 사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해

당 처리구의 사과를 저온 저장고에서 4주 간 보관 후 약효를 확인하였다. 훈증제 처리 후 4주 

저온보관 시 복숭아심식나방이 100% 방제되어 사과 저장해충 방제 목적으로 적용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표 37). 연구 결과 포스핀 훈증제의 사과 해충방제 최적 적용 기준을 PH3 

2g/m3, 7일 혹은 PH3 2g/m3, 5일 처리 후 1개월간 저온 보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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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포스핀 훈증제를 이용한 사과 복숭아심식나방 방제 대규모 실증시험

표 36. PH3 처리 시 사과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방제 효과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Trt (stored at RT) Efficacy Phytotox

Fumigant
Dose Time CT Peach fruit moth index

(mg/L) (h) (mg h/L) Total Dead Mort (0~5)

Cont - - 0 550 0 0% 0

PH3 2 5day 87.54

550 515 94%

0550 495 90%

550 510 93%

PH3 2 7day 98.75

550 550 100%

0550 550 100%

550 550 100%

표 37. PH3 처리 후 저온 저장 시 사과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방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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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 (stored at 0℃, 4weeks) Efficacy Phytotox

Fumigant
Dose Time CT Peach fruit moth index

(mg/L) (h) (mg h/L) Total Dead Mort (0~5)

Cont - - 0 350 0 0% 0

PH3 2 5day 87.54

350 350 100%

0350 350 100%

350 350 100%

 (2) EF 훈증제의 포도 주요 해충에 대한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앞서 진행된 시험에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경우 포도 해충에 대해 99% 이상 높은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포도에 대해 약해가 없어, 포도 해충 방제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MeBr 대

체 훈증제로 기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선발된 최적 처리 농도 및 시간을 적용하여 대규모 실

증시험을 진행하였다(그림 27). 시험은 10입방 규모의 금속 훈증상에서 진행하였으며 용적율 

25% 수준이 되도록 포도로 훈증상을 채운 후 실내 사육된 포도 해충을 접종하고 EF 70g/m3, 

4시간 훈증 처리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포도 주요 해충에 대해 99% 이상 방제 효과를 나타

내었고 포도에 대한 약해가 나타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8). 연구 결

과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포도 해충방제 최적 적용 기준을 EF 70g/m3, 4시간으로 설정하였

다.

그림 27.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를 이용한 포도 주요해충 방제 대규모 실증시험

표 38. EF 처리 시 포도 주요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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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5±1℃) Mortality(%)

Fumigant

Dose Time CT
꽃노랑

총채벌레 
벚초파리

복숭아혹

진딧물 

귤가루

깍지벌레 

점박이

응애 

(mg/L) (h) (mg h/L) 성충 유충 성충 성충 성충

Cont - - 0 0.0% 0.0% 0.0% 0.0% 0.0%

EF 70 4 78.8 100% 100% 100% 100% 100%

 나. 주요 수출 채소류(파프리카, 고구마)에 대한 MB 대체 훈증제 대규모 실증시험

 (1) EF 훈증제의 파프리카 주요 해충에 대한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앞서 진행된 시험에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경우 파프리카 주요 해충에 대해 99% 이상 높

은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파프리카에 대해 약해가 없어, 파프리카 해충 방제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MeBr 대체 훈증제로 기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선발된 최적 처리 농도 및 시간을 적용

하여 대규모 실증시험을 진행하였다(그림 28). 시험은 10입방 규모의 금속 훈증상에서 진행하

였으며 용적율 25% 수준이 되도록 파프리카로 훈증상을 채운 후 실내 사육된 파프리카 해충을 

접종하고 EF 16.7g/m3, 2시간 훈증 처리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파프리카 주요 해충인 복숭

아혹진딧물에 대해 99% 이상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파프리카에 대한 약해가 나타나지 않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39). 연구 결과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파프리카 해충방

제 최적 적용 기준을 EF 16.7g/m3, 2시간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28. 에틸포메이트 훈증제를 이용한 파프리카 주요해충 방제 대규모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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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9. EF 처리 시 파프리카 주요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Trt. (13±1 ℃) Mortality(%) Phytotoxicity

Fumigant
Dose Time CT M.persicae

(Index0~5)
(mg/L) (h) (mgh/L) Adult Nymph

무처리 - - 0 0 0 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100 2 13.9 100 100 0

 (2) EDN 훈증제의 고구마 주요 해충에 대한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앞서 진행된 시험에서 EDN 훈증제의 경우 고구마 저장병에 대해 90% 이상 높은 방제 효과

를 나타내었고 고구마에 대해 약해가 없어, 고구마 저장병 방제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MeBr 

대체 훈증제로 기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선발된 최적 처리 농도 및 시간을 적용하여 대규모 

실증시험을 진행하였다(그림 29). 시험은 10입방 규모의 금속 훈증상에서 진행하였으며 용적율 

10% 수준이 되도록 고구마로 훈증상을 채운 후 EDN 20g/m3, 2시간 훈증 처리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고구마 저장병에 대해 94.7% 수준의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고구마에 대한 약해가 

나타나지 않아 고구마 저장병 방제 목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40). 연구 

결과 EDN 훈증제의 고구마 저장병 방제 최적 적용 기준을 EDN 20g/m3, 2시간으로 설정하였

다.

그림 29. EDN 훈증제를 이용한 고구마 저장병 방제 대규모 실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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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0. EDN 처리 시 고구마 저장병에 대한 방제 효과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Trt.(5±1℃) Efficacy(%) Phytotoxicity

Fumigant
Dose Time CT 고구마 

(Index0~5)
(mg/L) (h) (mg h/L) 발병율 방제가

Cont - - 0 37.00% - 0

EDN 20 2 27.1

1.70%

94.70% 02.50%

1.70%

 다. 주요 수출 절화류에 대한 MB 대체 훈증제 대규모 실증시험

 (1) PH3 훈증제의 절화류 주요 해충에 대한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

앞서 진행된 시험에서 포스핀 훈증제의 경우 절화 주요 해충에 대해 99% 이상 높은 방제 효

과를 나타내었고 절화에 대해 약해가 없어, 절화류 해충 방제 목적으로 적용 가능한 MeBr 대

체 훈증제로 기 선발하였다. 이에 따라 선발된 최적 처리 농도 및 시간을 적용하여 대규모 실

증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은 40ft 규모의 리퍼 컨테이너에서 진행하였으며 용적율 5% 수준이 

되도록 절화 박스로 훈증상을 채운 후 실내 사육된 절화 해충을 접종하고 PH3 2g/m3, 24시간 

훈증 처리를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포스핀 훈증제는 절화 주요 해충에 대해 99% 이상 방제 

효과를 나타내었고 절화 장미에 대한 약해가 나타나지 않아 절화 훈증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표 41, 42). 연구 결과 포스핀 훈증제의 절화류 해충방제 최적 적용 기준을 PH3 

2g/m3, 24시간으로 설정하였다.

표 41. PH3 처리 시 절화류 주요 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약효)

Trt. (5±1 ℃) Mortality(%)

Fumigant
Dose Time CT

점박이응애
꽃노랑

총채벌레

담배가루이

(약충)

담배가루이

(성충)(mg/L) (h) (mg h/L)

Cont - - - 0 0 0 0

PH3 2 24 10.9 100 100 100 100

표 42. PH3 처리 시 절화류 주요 해충에 대한 방제 효과 대규모 실증시험 결과(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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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t.(5±1℃) Phytotoxicity(0~5)

Fumigant
Dose Time CT Rose Lily

(mg/L) (h) (mg h/L) 1 2 3 4 5 6 7 8 9 10

Cont - - 0 0 0 0 0 0 0 0 0 0 0

PH3
2 24 10.9 0 0 0 0 0 0 0 0 0 0

4 24 21.6 0 0 0 0 0 0 0 0 0 0

*1: shooting star, 2: yellow king, 3: flash dance, 4: M second, 5: shelly, 6: lovelidia, 7: peace, 8: belina, 9: mirabel

 4. 연구 결과

 가. 소독처리기준 완료 및 제안 예정 수출 품목 선발

품목명 대상 훈증제 대상병해충
약량 

(g/m3)

온도 

(℃)

처리 

시간 
기타

사과 포스핀 훈증제 복숭아심식나방 100 5℃ 5day 제안예정 

파프리카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복숭아혹진딧물 100 13℃ 2hr 완료 

절화백합 포스핀 훈증제 
담배가루이, 진딧물류,

점박이응애, 총채벌레 
100 5℃ 24hr 제안예정 

포도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총채벌레, 벚초파리,

응애, 진딧물, 깍지벌레 
420 5℃ 4hr 제안예정 

고구마 EDN 훈증제 저장병 20 5℃ 2hr 제안예정

 나. 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 가능성 수출농산물 제안

 (1) 사과 저장병 방제를 위한 EDN+IRR 병행처리: EDN 4g/m3, 1hr + IRR(전자빔)

 (2) 파프리카 저장병 방제를 위한 EDN+IRR 병행처리: EDN 4g/m3, 1hr + IRR(전자빔)

 (3) 절화류 주요 해충 방제를 위한 PH3+IRR 병행처리: PH3 2g/m3, 6hr + IRR(전자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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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된 수출 농산물의 품질영향 평가 (제2협동,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제 1 절  방사선 융복합 기술을 적용한 수출 과실류 및 화훼류 품질영향 평가

 1. 수출 농산물 생산 및 유통단지 애로요인 조사

  가. 연구수행 방법

수출 농산물을 대상으로 생산 및 유통단지 애로요인을 조사하였다. 사과는 충주 APC, 배는 

상주 APC, 화훼류는 로즈피아를 중심으로 수확후 품질관리 현황, 주요 클레임 요인 등을 조사

하였다. 

  나. 연구결과

사과 수출용 과실의 수확후 품질관리는 중상급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수출 시 애

로사항으로서 간헐적으로 훈증제인 Me-Br 처리 후 약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대체할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배 수출용 과실의 수확후 품질관리는 상급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수출 시 애로사

항으로서 과실 저장 및 유통 중 높은 습도에 노출되었을 때 얼룩과 발생이 빈번하다고 하였다. 

얼룩과의 원인은 곰팡이로서 표면에 균사가 자라나며 얼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훈증제 개발이 시급하였다. 

화훼 수출은 장미의 경우 대부분 습식유통을, 국화는 건식유통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수출국

까지의 운송은 저온 콜드체인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지 도착 후 검역이 이루

어지는 시간동안 저온이 중단되며 상온에 노출되는데, 이때 컨테이너 내의 높은 습도와 온도는 

단시간에도 곰팡이 병균이 발아하는 환경을 조성하여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가

장 큰 클레임의 원인 중 하나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되는 상황이

다. 또한 화훼의 수출국은 일본으로 거의 한정되어 있어 최근에 엔저현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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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과 후지 Me-Br 처리후 약해 증상

그림 2. 신고배 수출선적 및 얼룩과 피해 증상

그림 3. 화훼류 수출 준비과정 및 잿빛곰팡이병 피해 증상

 2. 수출 농산물 품목별 임계 품질 평가

  가. 연구수행 방법

   (1) 사과, 배, 포도 품목의 방사선 처리에 따른 품질 평가

시험재료

경북 경산시 인근에서 수확되어 2개월 저장된 후지 사과와 전남 나주시 인근에서 수확되어 

2개월 저장된 신고 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과와 배는 각각의 수출용 포장방식으로 골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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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종이상자에 5 kg씩 1단으로 담아 준비하였다. 포도는 전북 남원시 인근에서 재배된 캠벨얼

리 포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포도는 수확당일 건전한 과방만을 선별하여 수출용 포장방식

으로 천공이 있는 LDPE 소재의 필름에 넣고 상단부를 봉인하여 5kg 용 상자에 9~11과방씩 담

아 준비하였다. 

감마선 및 X-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CO60조사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에서 600Gy/hr의 조건으로 총 흡

수선량이 200, 400, 600, 800, 1,000Gy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X-선 조사는 ㈜이비테크에 설치되

어 있는 LINAC Electron Accelerater(Model ELV-8, 10 MeV, EB-Tech, Dae-Jeon, Korea)에 부

착된 X-선 컨버터로부터 발생하는 제동 X-선(7.5 MeV, 1 mA)에 시험재료를 노출시켜 총 흡수

선량이 200, 400, 600Gy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cellulose triacetate dosimeter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목표선량의 5% 이내였다. 

사과, 배의 1차 실험은 감마선 흡수선량 0, 400, 600, 800, 1,000Gy, 2차 실험은 감마선 흡수

선량 0, 200, 300, 400Gy, 3차 실험은 X-선 흡수선량 0, 200, 400, 600Gy로 조사하여 진행하였

다. 포도는 감마선 흡수선량 0, 200, 400, 600Gy로 조사하여 진행하였다. 

저장 및 분석

감마선과 X-선이 조사된 시료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상온(18±2.0℃)과 저온(0±0.5℃)에 보관

하며 상온은 3일, 저온은 7일 간격으로 호흡량과 에틸렌, 경도, 당도, 산함량 및 색도 등을 분

석하였다. 

호흡량 및 에틸렌 발생량 분석

호흡량과 에틸렌은 각각의 온도에서 부피 1L 또는 2.6L의 밀폐용기에 과실 1개씩 넣고 1시

간 보관 후 용기내부에 축적된 가스를 1 mL 주사기로 채취하여 gas 

chromatography(Varian-450, Varian Inc.,, USA)에 주입하여 CO2와 C2H4를 분석하였다. CO2 분

석의 detector는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TCD), column은 active carbon(60/80 mesh)으로 

충진된 packed column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injector 110℃, oven 70℃, detector 온도 

150℃로 설정하였다. C2H4 분석은 CO2 분석과정과 동일하며, detector는 flame ionization 

detector(FID), detector 온도는 200℃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품질분석

과실의 경도(firmness)는 사과와 배의 경우 한 과실당 적도 부위 두 곳을 물성측정계(TA 

Plus, Lloyd InstrumnetsTM, Ametek Inc., England)를 이용하여 3mm probe로 측정하였고 2 

mm/s의 속도로 10 mm 침투하였을 때의 압력을 Newton(N) 값으로 나타내었다. 포도의 경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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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과방의 상, 중, 하부에서 2알씩 취해 직경 3cm의 probe를 이용하여 포도과립 적도부위 

3mm 깊이까지의 압력을 Newton(N)으로 표시하였다. 

과실의 당도는 한 과실당 세 부위에서 과육을 일정량 취하여 거즈를 이용해 착즙하고, 이 과

즙을 굴절당도계(Refractometer, ATAGO, Japan)로 측정하였다. 산함량은 과즙을 5ml 채취하여 

0.1N NaOH로 pH 8.2가 될 때까지 적정하여 소비량을 산함량으로 환산하였다. 

포도의 신선도를 측정하기 위한 과방경과 소과경의 갈변정도 분석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갈

변진행면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1=갈변이 전혀 없음, 2=갈변이 시작되어 진행면적이 

10% 미만, 3=갈변진행면적이 11~30%, 4=31~50%, 5=50%이상으로 구분하였다. 부패율은 곰팡이 

부패가 발생된 포도과립의 개수를 총 과립 수에 대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미생물 분석

포도의 미생물 분석을 위해 과방경부분을 멸균된 homogen bag에 넣고 무게의 10배가 되는 

멸균수를 가한 다음 균질기(Lab Stomacher 400, Seward Medical, UK)로 균질화한 후 이를 여과

하고 멸균수로 10배씩 연속적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된 시료액은 1mL씩 배지에 도말

하고 총 호기성세균과 곰팡이 및 효모군 검출을 위해 각각 35℃ 48시간과 25℃ 72시간을 배양 

후 colony수를 측정하였으며 colony-forming units(CFU)을 log 단위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모

든 미생물 검출에는 PetrifilmTM plate(3M Co., MN, USA)를 이용하였다. 

관능평가

과실의 품질 관능평가는 평소 실험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4명을 활용하여 육안판별, 단맛, 

신맛, 아삭한 맛 및 종합적인 상품성에 대해 평가하였다. 점수는 각 요인에 대한 강도에 따라 

5단계의 점수로 부여하여 나타내었다. 육안판별, 아삭한 맛과 총평은 5=매우좋음, 4=좋음, 3=보

통, 2=나쁨, 1=매우나쁨으로 구분하였고 그 중 총평은 3점 이상을 판매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

았다. 단맛과 신맛은 5=매우많음, 4=많음, 3=보통, 2=적음, 1=매우 적음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R프로그램(version 3.1.0)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처

리간 유의차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로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2) 장미, 국화 품목의 방사선 처리에 따른 품질 평가

시험재료

장미는 전북 김제 인근에서 수확된 장미를 공동선별장으로 옮겨 수출용 포장방식으로 30본

씩 습식포장하여 준비하였고 품종은 주요 수출품종인 자나, 러블리리디아, 옐로바베, 피스,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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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 슈팅스타 총 6종으로 실험하였다. 국화는 전북에서 수확된 국화를 수출용 포장방식으

로 30본씩 건식포장하여 준비하였고 품종은 백마, 백선 총 2종으로 실험하였다.  

감마선 및 X-선 조사

감마선과 X-선은 과실을 조사했던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장미 1차 실험은 

감마선 흡수선량 0, 400, 600, 800Gy, 2차 실험은 감마선 흡수선량 0, 100, 200, 300, 400Gy, 3

차 실험은 X-선 흡수선량 0, 100, 200, 300, 400Gy로 조사하여 진행하였다. 국화는 감마선 흡수

선량 0, 100, 200, 300, 400Gy로 조사하여 진행하였다. 

품질분석

감마선 및 X-선 조사가 끝난 시료는 곧바로 실험실로 옮겨와 줄기를 약 50cm 길이로 물속

에서 재절단하고 1본당 잎과 꽃봉오리는 품종별로 유사하게 남기고 모두 제거하였다. 정리된 

절화는 크리잘 100배액이 담긴 유리병에 품종에 따라 2~3주씩 배치하였고 이를 4반복하였다. 

준비된 절화는 온도 18~20℃가 유지되는 환경에 두고 생체중, 흡수량, 증산량, 절화수명, 장

해발생 여부 등을 매일 조사하였다. 절화수명은 꽃목굽음이 일어나거나, 개화가 정지되었거나 

꽃잎의 위조가 발생했을 때까지의 일수로 산정하였고, 생체중은 전자저울로 측정하였다. 흡수

량은 측정당일의 용액 소비량을 측정당일의 생체중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나. 연구결과

  (1) 사과 품목의 방사선 처리에 따른 품질 평가

감마선 처리(흡수선량 400~1000Gy)에 따른 품질 변화

사과 감마선 조사후 호흡량은 상온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 선량에 관계없이 처리구가 높

게 나타났으나 저온에서는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거나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었다. 감마선 처리에 따른 원예작물의 호흡량 변화에는 다양한 연구결과들이 

있는데 Massey 등(1964)은 사과 감마선 조사 후 산소 소비량과 호흡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Chachin과 Ogata(1976)는 사과에 방사선 조사 

후 1~2일 내에는 호흡량이 증가하지만 점점 처리전의 수치만큼 떨어진다고 하여 400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 호흡량이 꾸준히 높게 유지된 본 연구와는 조금 다른 경향을 보였다. 또한 사과 

슬라이스에 감마선을 조사하였을 때, 호흡량이 높아지고 에틸렌이 감소하지만 이러한 자극은 

72시간 이내에 감소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고(Gunes 등, 2000), 사과가 클라이맥터릭 스테이지

에 진입할 때 방사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호흡량이 낮은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도 있

어(Fan과 Mattheis, 2001)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방사선 조사 후 호흡량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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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작목에 있어서도 품종, 성숙 정도 등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방

사선 처리의 호흡량 증가에 대한 원인으로 밝혀진 것은 많지 않으나 Massey와 Bourke(1967)는 

acetate에서 CO2로의 분해작용을 촉진하였다고 보고하며 이로써 방사선처리의 호흡량 증가원

인을 설명한 바 있다. 에틸렌 생성량은 상온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감마선 처리구가 선량에 관

계없이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고 저온에서도 같은 결과였다. 에틸렌 생성량이 처리구에 비하여 

작다는 의미는 노화진행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결과적으로 신선도 유지에 좋은 영향

을 미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도의 변화는 상온 및 저온에서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선량에 관계없는 낮게 

유지되어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사선 조사에 의한 조직의 연화는 세포벽구성물

질인 pectin, cellulose, hemicellulose의 붕괴와 membrane의 변형으로 구조가 약해지고 팽압의 

손실로 일어나는 것이라 보고되었으며(Kertesz 등, 1964), 방사선 조사 후 즉시 pectin methyl 

esterase(PME)의 활성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여(Al-Bachir, 1986) 이를 뒷받침하기도 하였다. 

당도의 변화는 상온 및 저온에서 처리구와 대조구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함량의 

변화는 상온 및 저온에서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어서 감마선 

처리가 산미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Hunter 'a' 값의 

변화는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a'값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감

마선의 영향으로 안토시아닌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관능평가에서는 육안판별은 처리구와 대조구간 차이가 없었으나 단맛, 신맛, 아삭한 맛에서

는 대조구와 감마선 400GY만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선량 처리구에서는 대조구와 감마선 

400GY보다 점수 분포도가 낮게 나왔다. 총평에서는 대조구와 감마선 600GY 까지 보통이나 좋

음으로 나왔고 800GY 이상에서는 2점대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그림 4. 사과 후지 감마선 조사후 상온에서의 호흡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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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사과 후지 감마선 조사후 상온에서의 에틸렌 생성량의 변화

그림 6. 사과 후지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에서의 조직감의 변화

그림 7. 사과 후지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에서의 산함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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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사과 후지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에서의 색택 변화

표 1. 사과 감마선 조사후 관능평가 결과

그림 9. 사과 관능평가 모습

감마선 저선량 처리(흡수선량 200~400Gy)에 따른 품질 변화

1년차 실험인 사과, 배의 감마선 처리 후 품질영향 평가 결과 감마선 600Gy 이상에서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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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뚜렷한 열화현상이 발견되었으나, 600Gy 이하의 낮은 선량에서도 품질이 저하된 과실이 간

혹 발견되어 200~400Gy의 낮은 선량에서 재확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과의 경우 감마선 저선

량에서도 방사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호흡량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저온에서는 호흡량

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에틸렌 발생량은 상온에서 낮은 목표선량에서도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 저온에서도 낮은 경향을 유지하였다. 수확 후 에틸렌의 발생량이 많고 에틸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과의 경우 낮은 목표선량의 방사선 처리도 에틸렌 발생 억제에 큰 영향을 받으므

로 방사선의 조사량을 잘 조절한다면 에틸렌에 민감한 과실에서 품질유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직감을 나타내는 경도는 상온에서 방사선 처리과실이 대조구에 비해 저장 후기에 유의하

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방사선 처리구가 에틸렌 발생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호흡

량이 높은 것과 방사선 처리에 따른 세포손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저온에서는 저장 3개월

까지도 경도에서 처리별로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당도와 산함량은 상온 저온 모두에서 

처리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선량 감마선 조사 후 관능평가에서 상온 4주가 경과하였을 때 아삭한 맛과 신맛이 좀 떨

어지는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고 총평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저온 11주가 경과하였을 때 모든 관능평가 품질지표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저온 16주가 경과하였을 때 역시 신맛과 아삭한 맛이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총평에서는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사과 감마선 400Gy까지의 목표선량은 상온 4주, 저온 16

주까지 품질에서 대조구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과의 외관과 횡 또는 종으로 절

단하여 관찰한 내부의 육질 등 육안판별 결과는 상온 4주와 저온 16주까지 사과의 내외부 전

반적으로 장해가 발견되지 않았고 처리구별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림 10. 사과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호흡량의 변화



- 467 -

그림 11. 사과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에틸렌발생량의 변화

그림 12. 사과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경도(조직감)의 변화

그림 13. 사과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당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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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사과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산함량의 변화

표 2. 사과 감마선 조사 후 상온 4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신맛x 아삭한맛w 총평v

0 4.8 au 3.4 a 3.6 a 3.2 a 3.2 a

200 5.0 a 3.2 a 3.4 a 3.4 a 3.4 a

300 4.8 a 3.4 a 2.8 a 3.0 a 3.2 a

400 4.8 a 3.2 a 2.8 a 2.8 a 3.0 a

  z, w, v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x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표 3. 사과 감마선 조사 후 저온 11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신맛x 아삭한맛w 총평v

0 5.0 au 3.6 a 3.8 a 4.2 a 4.6 a

200 4.8 a 3.8 a 3.4 a 3.6 a 4.2 a

300 5.0 a 3.8 a 3.6 a 4.2 a 4.0 a

400 4.6 a 3.4 a 3.6 a 4.0 a 4.2 a

  z, w, v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x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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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사과 감마선 조사 후 저온 16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신맛x 아삭한맛w 총평v

0 4.8 au 3.4 a 3.6 a 3.8 a 3.6 a

200 4.8 a 3.2 a 3.0 a 3.5 a 3.2 a

300 4.8 a 3.2 a 2.8 a 3.4 a 3.0 a

400 4.6 a 2.8 a 2.6 a 2.6 b 3.0 a

  z, w, v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x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X-선 처리(흡수선량 200~600Gy)에 따른 품질 변화

사과의 경우 X-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호흡량이 높은 경향이었으나 감마선에 비해 영향

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저온에서는 처리구별 호흡량의 큰 차이는 없었다. 에틸렌 발생량

은 X-선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목표선량이 높을수록 발생량이 적었다. 저온에

서는 에틸렌 생성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X-선은 감마선에 비해 호흡량이 적게 증가하고 에틸

렌 생성량은 적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조직감을 나타내는 경도는 상온에서 저장 후반기에 처리구가 대조구해 비해 낮아졌고 저온

에서는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당도는 상온과 저온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산함량은 상온

에서 저장 후반기에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낮은 경향을 나타냈고 저온에서는 큰 차이가 없

었다. 

X-선 조사 후 사과의 관능평가에서 상온 3주까지는 외관과 맛에서 처리구별 큰 차이가 발견

되지 않았고 상온 5주가 경과하였을 때 단맛, 신맛, 아삭한 맛이 600Gy에서 유의하게 낮아지며 

과실이 전반적으로 푸석하고 싱겁게 느껴지는 맛으로 총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저온 12주

가 경과하였을 때 아삭한 맛에서 대조구에 비해 400과 600Gy에서 유의하게 떨어지며 총평에서

도 차이를 보였으나, 여전히 총평은 3점 이상으로 상품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였

다. 저온 16주가 경과하였을 때 아삭한 맛이 더욱 감소하며 600Gy에서 총평이 3점 이하로 떨

어져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사과의 외관과 종과 횡으로 절단하여 내부의 육질 

등을 관찰한 육안판별에서 상온 5주, 저온 16주까지 처리구별로 장해나 특별한 차이가 관찰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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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사과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호흡량의 변화

그림 16. 사과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에틸렌 발생량의 변화

그림 17. 사과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경도(조직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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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사과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당도의 변화

그림 19. 사과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산함량의 변화

표 5. 사과 X-선 조사 후 상온 5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신맛x 아삭한맛w 총평v

0 4.6 au 3.4 a 3.4 a 3.2 a 3.2 a

200 4.6 a 3.2 a 3.0 a 2.8 a 3.0 a

400 4.8 a 3.2 a 3.4 a 3.0 a 2.8 a

600 4.4 a 2.6 b 2.2 b 2.4 b 2.2 b

  z, w, v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x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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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과 X-선 조사 후 저온 12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신맛x 아삭한맛w 총평v

0 5.0 au 3.8 a 3.8 a 4.2 a 4.4 a

200 4.8 a 3.4 a 3.4 a 4.1 a  3.8 ab

400 4.8 a 3.8 a 3.2 a 3.5 b 3.6 b

600 4.8 a 3.6 a 3.6 a 3.4 b 3.4 b

  z, w, v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x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표 7. 사과 X-선 조사 후 저온 16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신맛x 아삭한맛w 총평v

0 4.6 au 3.2 a 3.0 a 3.4 a 3.4 a

200 4.6 a 2.8 a 2.6 a  3.2 ab  3.0 ab

400 4.4 a 3.2 a 2.8 a  3.1 ab  3.0 ab

600 4.8 a 2.8 a 2.4 a 2.9 b 2.6 b

  z, w, v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x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2) 배 품목의 방사선 처리에 따른 품질 평가

감마선 처리(흡수선량 400~1000Gy)에 따른 품질 변화

배 감마선 조사후 호흡량은 상온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 선량에 관계없이 처리구가 높게 

나타났으나 저온에서는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낮거나 높게 형

성되는 경향이어서 사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에틸렌 생성량은 상온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감마선 처리구가 선량에 관계없이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고 저온에서는 초기에는 처리구가 낮

게 유지되었으나 저장 말기에 가서는 처리구에서 에틸렌이 상승하는 경향이었다.

경도의 변화는 상온 및 저온에서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선량에 관계없는 낮게 

유지되어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의 변화는 상온 및 저온에서 처리구와 대조구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산함량의 변화는 상온 및 저온에서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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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여 낮게 유지되는 경향이어서 감마선 처리가 산미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명도를 나타내는 Hunter 'L' 값의 변화는 처리구와 대조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관능평가에서는 육안판별은 처리구와 대조구간 차이가 없었으나 단맛, 신맛, 아삭한 맛에서

는 대조구와 감마선 600GY까지 차이가 없었고 나머지 선량 처리구에서는 대조구와 감마선 

400GY 보다 점수 분포도가 낮게 나왔다. 총평에서는 대조구와 감마선 600GY 까지 보통이나 

좋음으로 나왔고 800GY 이상에서는 2점대 이하의 점수를 보였다. 

배 감마선 조사후 표피 검경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처리구에서 미생물 균사가(배 얼룩과를 야

기하는 곰팡이로 추정) 모두 사멸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감마선의 높은 흡수선량에서는 

과피 표면에 작은 반점들이 나타나 이상증상이 발견되었으며, 이 반점들은 오존처리 고농도에

서 나타나는 장해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오존처리 피해과는 과점에 반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

에 반해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에는 과점을 피한 위치에 반점들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차이점

이었다. 과피 이상증상은 800Gy 이상에서 빈번하게 발견되었으며 600Gy에서는 간헐적으로 관

찰되었다. 

그림 20.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에서의 호흡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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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에서의 에틸렌 생성량의 변화

그림 22.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에서의 조직감의 변화

그림 23.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에서의 산함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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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배 감마선 조사후 과피 표면 미생물 유무

그림 25. 배 감마선 조사 후 과피 표면 장해 증상

표 8. 배 감마선 처리후 관능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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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배 관능평가 모습

감마선 저선량 처리(흡수선량 200~400Gy)에 따른 품질 변화

배의 경우 사과와 마찬가지로 방사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호흡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

러나 사과와는 다르게 저온에서도 적지만 유의한 호흡량의 차이가 있었다. 에틸렌 발생량은 상

온에서 사과와는 반대로 방사선 처리구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처리구

에서 에틸렌 생성량이 1ppm 미만으로 극소량이고 국내산 배 품종의 특성상 에틸렌에 민감하

지 않으므로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저온에서는 처리별로 에틸렌 발생량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조직감을 나타내는 경도는 상온 저장 후기에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낮았으며 저온

에서도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당도와 산함량은 상온과 저온에서 수치 상 처리별로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 

저선량 감마선 조사후 배의 관능평가에서 상온 4주가 경과하였을 때 400Gy 처리구에서 단맛

이 유의하게 낮았으며 전반적으로 싱거운 느낌을 주어 총평에서도 유의하게 낮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아삭한 맛은 처리구가 낮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육안판별을 했을 

때 배의 외부와 내부에서는 처리별로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저온 11주에서는 처리구에서 

단맛과 아삭한 맛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총평에서도 품질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온 16주가 경과했을 때는 400Gy 처리구에서 단맛과 아

삭한 맛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총평에서 급격히 점수가 떨어지는 경향이었고, 200~300Gy의 낮

은 선량의 처리구도 대조구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외관과 과실을 종과 횡으

로 절단하여 관찰한 내부의 육질 등은 상온 4주, 저온 16주까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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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호흡량의 변화

그림 28.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에틸렌 발생량의 변화

그림 29.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경도(조직감)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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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당도의 변화

그림 31. 배 감마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산함량의 변화

표 9. 배 감마선 조사 후 상온 4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아삭한맛x 총평w

0 4.8 au 3.4 a 3.2 a 3.4 a

200 5.0 a 3.4 a 3.2 a 3.0 a

300 5.0 a  2.8 ab 3.0 a 3.2 a

400 4.8 a 2.4 b 2.8 a 2.8 b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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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배 감마선 조사 후 저온 11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아삭한맛x 총평w

0 5.0 au 3.0 a 4.2 a 3.6 a

200 5.0 a 3.2 a 4.2 a 3.8 a

300 4.8 a 2.6 a 3.4 a 3.4 a

400 4.8 a 2.8 a 3.6 a 3.4 a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표 11. 배 감마선 조사 후 저온 16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아삭한맛x 총평w

0 4.8 au 2.6 a 3.2 a 2.8 a

200 4.6 a 2.6 a 3.0 ab 2.5 a

300 4.8 a  2.1 ab 2.8 ab  2.4 ab

400 4.6 a 1.8 b 2.5 b 1.9 b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X-선 처리(흡수선량 200~600Gy)에 따른 품질 변화

배의 경우 상온에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호흡량이 약간 높은 경향이었고 저온에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에틸렌 발생량은 상온에서 X-선 처리구가 약간 높은 경향이었지만 

전반적으로 1ppm 미만으로 감마선처리 시 에틸렌 발생량의 변화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온에서는 에틸렌 발생량의 차이가 없었다. 

조직감을 나타내는 경도는 상온 저장 후반기에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고, 저온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도와 산함량은 상온과 저온 모두에서 처

리구별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X-선 조사 후 배의 관능평가에서 상온 3주까지는 맛에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상온 5주가 경

과하였을 때, 단맛과 아삭한 맛이 600Gy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아삭한 식감이 아

닌 질긴 식감과 싱거운 느낌을 주어 총평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과실의 외관

과 종과 횡을 절단하여 내부의 육질 등을 육안판별 한 결과 상온 3주가 경과하였을 때 X-선 

600Gy에서 반점모양의 과피 장해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상온 5주가 경과하였을 때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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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드러졌으며 과피장해가 나타난 과실에서는 내부의 육질도 조밀하지 못하고 푸석한 느낌을 

주었다. 저온 12주가 경과하였을 때는 외관과 맛에서 처리구와 대조구의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저온 16주가 경과하였을 때 단맛과 아삭한 맛에서 600Gy 처리구가 유의하게 감소하며 

급격히 품질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32. 배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호흡량의 변화

그림 33. 배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에틸렌 발생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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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배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경도(조직감)의 변화

그림 35. 배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당도의 변화

그림 36. 배 X-선 조사후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산함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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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배 X-선 조사 후 상온 5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아삭한맛x 총평w

0 4.6 a 3.4 a 3.2 a 3.4 a

200 4.8 a 3.2 a 3.0 a 3.4 a

400 4.6 a  2.8 ab 3.0 a  2.8 ab

600 2.6 b 2.2 b 2.4 b 1.8 b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표 13. 배 X-선 조사 후 저온 12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아삭한맛x 총평w

0 4.6 a 3.4 a 3.8 a 3.6 a

200 4.8 a 3.4 a 3.2 a 3.4 a

400 4.8 a 2.8 a 3.6 a 3.6 a

600 4.6 a 2.8 a 3.2 a 3.0 a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표 14. 배 X-선 조사 후 저온 16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단맛y 아삭한맛x 총평w

0 4.6 a 3.4 a
3.6 a

3.2 a

200 4.8 a 3.2 a 3.0 ab 2.8 a

400 4.6 a 2.6 ab 3.2 ab 2.6 a

600 4.4 a 2.2 b 2.1 b 1.8 b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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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배 X-선 조사(600Gy)에 따른 외관과 내부의 품질

  (3) 포도 품목의 방사선 처리에 따른 품질 평가

감마선 처리(흡수선량 200~600Gy)에 따른 품질 변화

감마선이 조사된 포도의 미생물 변화를 분석한 결과, 총 호기성세균의 경우 처리 직후 무처

리는 5.09 log CFU/g, 감마선 처리구는 4.26(200Gy), 4.59(400Gy), 3.91(600Gy)로 나타나 감마선 

처리의 미생물 제어 효과가 확인되었다.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총 호기성세균은 증가하였는

데, 상온저장 4일까지 무처리구와 처리구의 차이가 유지되었으나, 저장 8일차에는 총균수가 급

격히 증가하며 무처리와 200, 400Gy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600Gy 처리구

에서만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유지하였다. 곰팡이 및 효모군의 측정 결과 처리 직후 무처리는 

6.54 log CFU/g, 감마선 처리구는 6.61(200Gy), 5.86(400Gy), 5.65(600Gy)로 흡수선량 400Gy 이상

의 처리에서 더욱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곰팡이 및 효모군 또한 저장기간이 경과될수록 

미생물이 증가하였으며, 저장 4일차까지 400Gy 이상의 처리구에서 미생물이 유의하게 낮은 경

향이었으나, 저장 8일차에는 600Gy 처리구만 낮은 수치를 유지하였다. 방사선 조사는 미생물에 

대한 강력한 살균효과를 나타내는 장점이 있으나(Yun 등, 2007; Byun, 1997), 적절한 흡수선량

의 설정으로 작물의 물리·화학적 및 관능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온저장 중 포도 부패율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저장 4일차까지는 부패 발생이 1% 미만으

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6일차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처리구별로 살펴보면, 저

장 6일차에 400, 600Gy 처리구의 부패율이 무처리구와 200Gy 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낮은 수준

을 유지하였다. 저장 8일차에는 400Gy 처리구의 경우 여전히 낮은 부패율을 유지하였으나 무

처리구와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600Gy 처리구에서는 오히려 급격히 증가하여 가장 높은 부패

율을 나타내었다. 저장 초기에 흡수선량 400Gy 이상의 처리구에서 낮은 부패율을 보인 것은 

미생물 수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마선 처리 직후 곰팡이 및 효모군 수가 

400Gy부터 뚜렷이 감소하고 4일간 유지된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저장 8일까지도 미생물 수가 

유의하게 낮았던 600Gy 처리구에서는 저장 후기에 부패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감

마선 처리 중 높은 흡수선량에서 오히려 포도 조직의 손상을 유도하였거나, 세포벽 구성물질의 

붕괴와 membrane 변형이 심해짐에 따라 구조가 약해져 낮은 미생물 수에도 쉽게 감염되어 부

패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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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 후 20℃에서 8일간 저장하며 호흡량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포도의 초기 호흡량

은 17~18mL/kg·h로 처리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 2일부터는 400, 600Gy 처리구

가 0, 200Gy 처리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 6일부터는 모든 처리구에서 호흡량

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과실부패에 의해 호흡량과 에틸렌 발생이 증가한다고 보고

된 바(Lee 등, 2013), 부패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상온저장 6일 경과 후부터 부패

율이 증가하였으며, 6일 이후 600Gy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부패율을 보인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저온에서는 처리간 호흡량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고, 에틸렌 발생량 또한 상

온 및 저온에서 처리간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중량감소율은 상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온에서는 처리구의 중량감소

율이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포도의 경도는 조직감이나 종합식미와 비교적 일관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되어 

있어(Ha 등, 2007) 포도 식감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해 과실의 경도를 측정하였다. 포도 과립의 

초기경도는 8.2N이었으며, 무처리의 경우 상온저장 중 8.5N까지 미미하게 증가하는 수준을 보

였다. 그러나 감마선 처리구는 상온 6일차부터 무처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고, 흡수선량별

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저온에서는 처리간 경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포도의 과방경과 소과경이 갈변되면 신선도 지수가 낮아지는 주원인이 되므로(Kim 등, 2009) 

포도의 신선도 품질지표로 포도 과방경과 소과경의 갈변정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온저장 

4일까지는 점수가 1점대로 수확당시의 신선함을 보였으나, 저장 6일차에 급격하게 갈변이 진행

되어 신선도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처리구별로 살펴보면, 0과 200Gy 처리구는 2.8 정도

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400Gy 처리구가 2.2로 가장 낮은 갈변정도를 나타내었으며 600Gy 처

리구에서는 3.4로 처리구 중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저장 8일차에도 전반적으로 갈변증상이 

더 심해지긴 하였으나 처리구 간의 차이는 6일차의 경향과 유사하였다. 따라서 포도를 대상으

로 한 감마선 처리 중 400Gy는 상온 6일차까지 신선도 유지에 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600Gy 이상의 흡수선량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저온저장에서도 상온과 유사한 결과

가 관찰되었다. 

포도의 관능평가에서 상온 5일까지는 200, 400Gy 처리구가 대조구와 맛에서 큰 차이를 나타

재지 않았고, 600Gy 처리구는 포도 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 저작감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총

평에서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상온 10일이 경과하면 400Gy 처리구에서도 저작감

이 떨어지긴 하였으나 총평에서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저온에서는 5주가 

경과하는 시점에 600Gy 처리구의 과육 탄력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으나 총평에서

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저온저장 8주가 경과하였을 때, 400Gy 처리구에서도 저

작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저온저장 10주가 경과하였을 때, 600Gy 처리구는 외관에서도 부

패가 많이 진행되어 상품성이 떨어졌고 맛과 저작감의 품질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400Gy 처

리구도 저작감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소비자 총평에서는 3점 이상을 받아 

대조구에 비해 신선도와 맛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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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포도 감마선 조사 후 미생물 변화                                      (log CFU/g)

감마선 
흡수선량

(Gy)

저장기간(일)

0 4 8

총균
(Total aerobic  

bacteria)

0  5.09 az 5.24 a 6.43 a

200  4.26 ab 4.87 b 6.27 a

400  4.59 ab 4.85 b 6.31 a

600 3.91 b 4.70 c 5.44 b

이스트와 곰팡이
(Yeast and molds)

0 6.54 a 6.67 a 6.60 a

200 6.61 a 6.58 a 6.67 a

400 5.86 b 5.99 b 6.86 a

600 5.65 c 5.55 b 5.97 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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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포도 감마선 조사 후 상온 저장 중 부패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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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포도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호흡량 변화

그림 39. 포도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에틸렌 발생량 변화

그림 40. 포도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중량감소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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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포도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경도 변화

그림 42. 포도 감마선 조사에 따른 상온 및 저온 저장 중 과방경 갈변도 변화

표 16. 포도 감마선 조사 후 상온 5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신맛y 저작감x 총평w

0 3.6 bu 3.2 a 3.8 a  3.2 ab

200 4.2 a 3.4 a 3.7 a 3.7 a

400 4.4 a 3.5 a 3.5 a 3.8 a

600 3.8 b 2.9 b 2.7 b 2.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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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표 17. 포도 감마선 조사 후 상온 10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신맛y 저작감x 총평w

0 3.0 au 2.9 a  3.2 a 2.8 a

200 3.2 a 2.7 a 3.4 a 2.5 a

400 2.9 a 2.5 a 2.8 ab 2.8 a

600 2.4 b 2.5 a 2.4 b 2.6 a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표 18. 포도 감마선 조사 후 저온 5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신맛y 저작감x 총평w

0 4.8 au 3.6 a 4.6 a 4.8 a

200 4.6 a 3.4 a 4.8 a 4.6 a

400 4.8 a 3.5 a 4.5 a 4.7 a

600 4.5 a 3.2 a 3.8 b 4.3 a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표 19. 포도 감마선 조사 후 저온 10주 경과에 따른 관능평가 

흡수선량 (Gy) 육안판별z 신맛y 저작감x 총평w

0 4.0 au 3.4 a 3.8 a 3.4 a

200 4.0 a 3.0 a 2.8 b 3.5 a

400 3.7 a 3.2 a 2.9 b  3.0 ab

600 2.8 b 2.6 b 2.2 c 2.6 b

  z, x, w :  5 – 매우좋음,  4 – 좋음,  3 – 보통,  2 – 나쁨,  1 – 매우나쁨
  y :  5 – 매우많음,   4 – 많음,  3 – 보통,  2 – 적음,  1 – 매우적음
  u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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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미 품목의 방사선 처리에 따른 품질 평가

감마선 처리(흡수선량 400~800Gy)에 따른 품질 변화

장미 6품종에 감마선을 처리한 결과 400Gy 이상의 흡수선량에서는 전반적으로 꽃잎이 위조

되고 개화가 되지 않는 장해가 발견되었으며, 품종에 따라 꽃잎이 부분 변색되고 갈색반점과 

같은 이상증상이 나타났다. 장미에서는 400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활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400Gy 이하의 흡수선량에서 다시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3. 장미 품종의 감마선 처리 후 모습

그림 44. 장미 품종의 감마선 처리 후 장해 증상



- 490 -

감마선 저선량(흡수선량 100~400Gy) 처리에 따른 품질 변화

장미의 실험에 이용된 6품종 모두 감마선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흡수량이 유의하게 감소

하는 경향이었고 목표선량이 높을수록 흡수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절화수명 측정 

시에도 감마선 목표선량이 높을수록 꽃잎의 위조현상이 빠르게 나타나 절화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감마선 처리구의 활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품종 자나는 연분홍색의 꽃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마선 처리구에서 점점 짙은 보랏빛

을 띠지만 관상에 있어 품종고유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이었다. 다만, 꽃잎 위조로 인해 

절화수명 기간이 목표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으므로 대조구의 절화수명 기간을 기준으

로  50% 이상의 절화수명 기간을 한계허용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자나의 품질을 고려한 감마선 

한계 목표선량은 300Gy로 설정되었다. 

그림 45. 장미 자나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 변화

그림 46. 장미 자나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꽃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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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0. 장미 자나 품종의 절화수명 및 생리장해 유형 발생일

러블리리디아는 짙은 자색 품종으로 상온에서 약 3일이 경과하였을 때, 감마선 처리구의 꽃

봉오리의 중심부위에서부터 짙은 보랏빛을 띠면서 점점 흑색에 가까운 색을 띠게 된다. 또한 

모든 방사선 처리구에서 개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꽃봉오리가 위조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두가지 현상은 관상에 있어 품종고유의 특성을 저해하는 수준이므로 100~400Gy 선량수준에

서는 한계 목표선량을 설정할 수 없었다. 

그림 47. 장미 러블리리디아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 변화

그림 48. 장미 러블리리디아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꽃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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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1. 장미 자나 품종의 절화수명 및 생리장해 유형 발생일

품종 옐로바베는 노란색 품종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마선 처리구의 꽃잎에서 갈색반

점이 발견되며 개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목표선량이 높을수록 심하게 나타났다. 꽃잎

의 반점, 개화유무 그리고 꽃잎위조 등으로 판단한 절화수명 기간에서 대조구 대비 50% 이상

의 절화수명 기간을 한계허용 기준으로 잡았을 때, 옐로바베의 품질을 고려한 감마선 한계 목

표선량은 200Gy로 설정되었다. 

그림 49. 장미 옐로바베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색도 b값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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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0. 장미 옐로바베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꽃의 변화

 표 22. 장미 옐로바베 품종의 절화수명 및 생리장해 유형 발생일

품종 피스는 연분홍색의 품종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마선 처리구의 화탁이 쉽게 황화

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개화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 목표선량이 높을수록 이런 증상이 두드러

지게 나타났고 화탁 황화, 개화유무 그리고 꽃잎 위조 등으로 판단했을 때 100Gy 에서도 개화

가 잘 진행되지 않아 품종고유의 특성을 저해하므로 100~400Gy의 선량수준에서는 한계 목표선

량을 설정할 수 없었다. 

그림 51. 장미 피스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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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장미 피스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꽃의 변화

  표 23. 장미 옐로바베 품종의 절화수명 및 생리장해 유형 발생일

품종 엠세컨드는 진한 분홍색의 품종이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마선 처리구의 꽃이 개화

하지 않으며 약 6~7일이 경과하였을 때 꽃봉오리의 중앙부위에서 점점 보랏빛을 띠었다. 

100Gy의 선량에서도 개화가 진행되지 않고 꽃잎의 변색이 이루어져 품종 고유의 특성을 저해

하므로 100~400Gy의 선량수준에서는 한계 목표선량을 설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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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장미 엠세컨드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의 변화

그림 54. 장미 엠세컨드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꽃의 변화

  표 24. 장미 엠세컨드 품종의 절화수명 및 생리장해 유형 발생일

품종 슈팅스타는 진한 노란색의 품종인데 수출 시 잿빛곰팡이병 발생이 심하여 문제가 되는 

품종이다. 감마선 처리 시 짧은 시간 내에 잿빛곰팡이가 발생하며 목표선량이 높을수록 유의하

게 발생률이 증가하여 품질을 저해하므로 100~400Gy 선량수준의 감마선 조사는 불가능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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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그림 55. 장미 슈팅스타 품종의 감마선 조사후 꽃의 변화

X-선 처리(흡수선량 100~400Gy)에 따른 품질 변화

장미의 X-선 조사를 한 뒤 상온에서 절화수명을 관찰한 결과, 생리적인 변화는 감마선 조사

와 유사하게 흡수선량이 높을수록 흡수량이 낮아지며 전반적으로 처리구의 활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장해의 유형은 품종별로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장해의 정도는 감마선의 같은 

흡수선량에 비해 다소 심한 경향을 나타내어 한계선량이 감마선보다 낮아졌다. 한편,  X-선 처

리 후 호흡량을 측정한 결과 과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온화에너지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높

은 호흡량을 유지하였다. 에틸렌 발생량은 처리구별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화훼 품종, 특히 장미의 경우 품종별로 또는 이온화에너지 선 종류별로 저항성과 저항정도가 

크게 다르며, 형태적인 특징으로는 저항성에 대한 그룹핑을 하기가 쉽지 않아 화훼에 적용 시 

각 품종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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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장미 자나 품종의  X-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의 변화

그림 57. 장미 러블리리디아 품종의  X-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의 변화

그림 58. 장미 옐로바베 품종의  X-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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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9. 장미 피스 품종의  X-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의 변화

그림 60. 장미 엠세컨드 품종의  X-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의 변화

그림 61. 장미 슈팅스타 품종의  X-선 조사후 흡수량 및 생체중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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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장미 슈팅스타 품종의  X-선 조사후 호흡량 및 에틸렌 발생량 변화

자나 러블리리디아 옐로바베

피스 엠세컨드 슈팅스타

그림 63. 장미 품종별 X-선 조사 후 꽃의 변화

  (5) 국화 품목의 방사선 처리에 따른 품질 평가

감마선 처리(흡수선량 400~800Gy)에 따른 품질 변화

국화를 수확하여 감마선을 처리한 결과 상온 10일 경과 후 400Gy 이상의 선량에서 잎이 위

조되고 꽃목굽음 현상이 발견되었고, 심한 경우 잎과 꽃잎이 갈변되는 증상이 전반적으로 관찰

되었다. 따라서 국화에 있어 400Gy 이상의 감마선 조사는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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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국화의 감마선 조사 후 꽃의 변화 및 이상 증상

감마선 처리(흡수선량 100~400Gy)에 따른 품질 변화

국화 중 백마 품종은 감마선 처리 후 흡수량이 대조구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었으나 생체

중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상온 18일까지 각 처리구별로 일정한 생체중을 유지하였고 

절화수명에도 큰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후 감마선 처리구에서 생체중이 감소하기 시작하

였고 높은 선량 처리구부터 내부 설상화가 갈변되며 고사하는 장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상온 

30일이 경과하였을 때, 흡수선량 100Gy 처리구에서도 장해가 나타났다. 처리 후 상온에서 30일

간 절화수명을 관찰하였을 때는 300Gy 이하의 처리구에서는 절화수명과 개화에 큰 영향을 미

치지 않았으나, 저온에서 저장된 백마품종을 상온으로 이동하여 관찰하였을 때,  100Gy 처리구

부터 개화에 장해가 나타났으며, 이는 수출과정이 저온으로 유통되고 현지에서 상온에 노출되

는 환경인 것을 고려하면 감마선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5. 국화 백마 품종의 감마선 조사 후 흡수량 및 생체중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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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국화 백마 품종의 감마선 조사 후 상온에서 꽃의 변화

그림 67. 국화 백마 품종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저온저장 후 상온에서 꽃의 변화

백선 품종은 백마와 유사하게 감마선 처리 후 흡수량이 대조구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이었

고 생체중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상온 30일 경과할때까지 모든 처리구에서 일정한 생

체중을 유지했고 절화수명에도 큰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상온에서는 개화가 지연되는 경향

을 보였으나 상온 30일까지 특별한 장해는 관찰되지 않았고, 저온에서 저장된 백선폼종을 상온

으로 이동하였을 때에도 개화지연 외에는 특별한 장해가 나타나지 않아 감마선에 대해 저항성

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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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국화 백선 품종의 감마선 조사 후 흡수량 및 생체중 변화

그림 69. 국화 백선 품종의 감마선 조사 후 상온에서 꽃의 변화

그림 70. 국화 백선 품종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저온저장 후 상온에서 꽃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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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수출 원예작물 품목별 한계 흡수선량 및 품질한계 지표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이온화에너지 선 종류별 작물 및 품종에 따른 품질한계 지

표와 한계흡수선량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사과와 배의 경우, 본 실험에서는 같은 흡수선

량에서 X-선 조사가 감마선 조사에 비해 과실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향이었고, 작목

별로는 사과가 배보다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질의 영향을 적게 받는 경향을 보여 저항성이 

높은 품목으로 판단되었다. 

  - 이온화에너지 처리 시 품질의 한계를 결정하는 지표는 각 품목 및 품종 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화훼의 경우 품목별로 또는 한 품목 안에서도 품종별로 장해의 종류가 다양

하고 저항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화훼는 각 품종에 대해 직접 조사하여 분석해보지 않

고는 이온화에너지에 대해 저항성을 가지는 품종인지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작물의 종, 

형태적 특성, 색깔 등으로 그룹화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헌에서도 

다양한 화훼를 이용하여 감마선과 전자선을 조사하였을 때, 저항성이 예측할 수 없게 품목별로 

다양하고 한 품목에 대해서 감마선과 전자선이 다른 저항성을 나타낸다고 하여 유사한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Kikuchi, 2003).

  - 각 품목의 품질을 고려한 이온화에너지별 한계 흡수선량은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는데, 

이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검역의 대체기술로 이온화에너지 처리 기술을 

이용함에 있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용하는 농산물의 품질영향에 대해 평가하고 품질에 문

제가 없도록 그 한계선량을 설정하는 것에 있다. 농산물은 특성상 재배환경에 따라 품질의 변

이가 크고, 수출과정 중 환경에 대한 변화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를 고려하여 예상 소요기

간의 2~3배의 기간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이에, 실제 수출 과정 중 해상운송기간(2~5주, 저

온), 검역, 현지유통(1주, 저온 또는 상온) 및 판매기간(1주, 상온)과 변수를 고려하여 상온

(18~20℃)에서 3주, 저온(0℃)에서 12주를 기준으로 하였고, 그 기간까지 상품성을 유지하고 있

는 선량을 한계 흡수선량으로 최종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기준은 수출국과 현지시장의 환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그러나 선량 결정 시 다양한 변이에 대해 주의하고 소비되는 농산

물의 내적 품질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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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원예작물 품목 및 품종별 한계 흡수선량 및 품질한계 지표

 3. 국가별 모의 수출을 통한 품질변화 모니터링 연구

  가. 연구수행 방법

   (1) 사과, 배, 포도의 모의 수출을 통한 품질변화 모니터링

시험재료

사과는 전북 장수군 인근에서 수확하여 선별한 후지 사과와 전남 나주시 인근에서 수확되어 

1개월 저장된 신고 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과와 배는 각각의 수출용 포장방식으로 골판

지 종이상자에 5 kg씩 1단으로 담아 준비하였다. 포도는 전북 남원시 인근에서 재배된 캠벨얼

리 포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포도는 수확당일 건전한 과방만을 선별하여 종이소재로 과방

을 한번 감싼 다음 상자에 9~11과방씩 담아 준비하였다. 

X-선 및 감마선 조사

사과, 배의 X-선 조사는 ㈜이비테크에 설치되어 있는 LINAC Electron Accelerater(Model 

ELV-8, 10 MeV, EB-Tech, Dae-Jeon, Korea)에 부착된 X-선 컨버터로부터 발생하는 제동 X-

선(7.5 MeV, 1 mA)에 시험재료를 노출시켜 총 흡수선량이 사과는 600Gy, 배는 400Gy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흡수선량 확인은 cellulose triacetate dosimeter system을 이용하였으며 총 흡수선

량의 오차는 목표선량의 5% 이내였다. 포도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내 CO60조사시

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

하여 실온에서 600Gy/hr의 조건으로 총 흡수선량이 400Gy가 되도록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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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수출 환경 조성

사과와 배의 모의수출 조건을 조사하여 선적온도는 1℃, 현지에서의 유통온도는 13~18℃로 

설정하였다. 수출컨테이너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 선적기간동안 밀폐 챔버에 과

실들을 80% 채우고 챔버의 상단 측면에 3cm 지름의 환기구를 1/3 정도 개폐하였으며 선적기

간이 끝나면 과실들을 모두 꺼내어 상온으로 이동하고 현지유통 환경과 유사하게 보관하였다. 

선적기간은 각 나라별 운송기간을 고려하여 1주(동남아), 2주(미국 서부, 캐나다), 3주(미국 동

부, 호주, 뉴질랜드), 5주(유럽)로 설정하였고, 각 선적기간이 종료된 후 현지 모의유통을 진행

하며 3주동안 1주일 간격으로 품질변화를 분석하였다. 

포도의 모의수출 조건은 선적온도 0℃, 현지에서 유통 시 보관온도는 10℃로 설정하였으며, 

유통기간이 끝나면 판매대의 온도 20℃로 설정하여 하루 경과 후 과실의 품질을 분석하였다. 

선적기간은 사과, 배의 실험과 동일하게 1, 2, 3, 5주로 설정하였고, 현지에서의 유통기간은 10

일로 설정하여 5일 간격으로 품질변화를 분석하였다. 

품질분석

과실의 경도, 당도, 산함량 및 관능평가 등은 ‘품목별 방사선 처리에 따른 품질평가’ 실험

과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R프로그램(version 3.1.0)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다. 처

리간 유의차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로 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나. 연구결과

  (1) 사과, 배의 모의 수출을 통한 품질변화 모니터링

모의수출 환경을 조성하여 사과와 배의 이온화에너지 한계선량 조사 처리구와 대조구의 품

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사과의 모의 운송기간 동안 챔버 내의 온습도 변화는 아래와 같다. 온

도는 대조구의 경우 평균 0.9℃이고 처리구의 챔버는 평균 1.3℃로 처리구가 다소 높은 온도로 

유지되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습도 역시 두 처리구 모두 86~87%가 유지되었다. 챔버 내의 

가스환경은 산소의 경우 초기에 19~19.5%로 낮았다가 기간이 경과하면서 서서히 높아져 대기

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산화탄소는 초기 0.2~0.4% 였다가 서서히 낮아져 0.1%로 유지

되었다. X-선 600Gy를 처리한 사과의 경우 챔버 내에서 대조구에 비해 산소농도가 낮고 이산

화탄소 농도가 높아 초기에 대조구 사과에 비해 호흡량이 높았던 것을 반증하였다. 그러나 낮

은 온도가 유지되면서 호흡량이 낮아지고 안정되어 두 처리간의 차이가 없어지며 유사한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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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는 모의 수출 실험으로 온도설정이 비교적 안정적인 

저장고에서 수행되어 온도 변화가 크지 않고 시료의 양도 많지 않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실

제 수출에서는 두 처리간의 차이가 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차이는 수출 컨테이너의 온

도와 환기구 개폐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모의 운송기간이 끝난 뒤, 상온으

로 옮겨 모의 현지유통을 실시하며 품질을 분석하였는데, 3주간 모의 유통 과정 중 온습도 변

화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온도 평균 15.7℃, 습도 평균 16.8% 였다. 

사과의 품질은 선적기간 1주와 2주를 경과하고 현지유통을 진행한 경우, 대조구와 처리구간 

당도, 산함량, 경도 등의 내부 품질과 관능적인 평가에 따른 품질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데이터 미제시). 3주간의 선적기간이 경과하고 현지유통을 진행하였을 때, 유통기간 2주까지 

외관, 단맛 및 신맛, 아삭한 맛이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유통 

3주에 처리구에서 아삭한 맛과 단맛이 감소한 경향을 보이며 유의하게 품질이 나빠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현지유통 3주 경과 후에는 대조구의 총평도 3점 이하를 나타내었으므로, 현지

유통(상온 유통 시) 2주 이내에 소비가 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선적기간 5주 경과 

후 현지유통을 진행하였을 때, 유통 1주부터 처리구의 단맛, 신맛, 아삭한 맛이 대조구와 비교

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 총평 또한 3.4점으로 낮았으나 여전히 상품성은 유지되었다. 품질의 

차이는 유통 2, 3주에도 계속 나타났는데, 유통 2주에서 대조구 역시 총평 3점 이하로 상품성

이 떨어졌다. 선적기간이 길수록 현지유통에서는 품질저하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므로 빠른 소

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는, 한계선량 설정 실험 때보다 시료

로 이용된 사과의 경도가 낮고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여 초기품질이 불량하였는데, 이런 시료의 

경우 이온화에너지 처리에 따른 품질변화가 좀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배의 품질 역시 선적기간 1주와 2주를 경과하고 현지유통을 진행한 경우, 대조구와 처리구간 

당도, 산함량, 경도 등의 내부 품질과 관능적인 평가에 따른 품질의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데이터 미제시). 3주간의 선적기간이 경과하고 현지유통을 진행하였을 때, 유통기간 2주까지 

외관, 단맛 및 아삭한 맛이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유통 3주

에 처리구에서 과실 외관에 반점이 일부 나타나 총평의 점수가 다소 낮아진 결과를 나타내었

다. 선적기간 5주 경과 후 현지유통을 진행하였을 때, 유통 1, 2주까지는 대조구와 처리구 간 

차이가 없이 모두 상품성을 유지하였고, 유통 3주가 되면 신선도가 급격히 하락하며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상품성을 잃었다. 

결론적으로, 사과와 배의 X-선 한계 흡수선량을 처리하고 모의 수출하였을 때, 소비지에서 

품질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온 유통 2주 이내로 소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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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사과 모의 수출 유통 시 챔버 내 온습도 변화 모니터링

그림 72. 사과 모의수출 유통 시 챔버 내 가스환경 변화 모니터링

그림 73. 사과, 배 모의 수출 현지유통 시 온습도 변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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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6. 사과 3주 모의 선적 후 유통기간에 따른 관능평가 

 표 27. 사과 5주 모의 선적 후 유통기간에 따른 관능평가 

 표 28. 배 3주 모의 선적 후 유통기간에 따른 관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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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29. 배 5주 모의 선적 후 유통기간에 따른 관능평가 

  (2) 포도의 모의 수출을 통한 품질변화 모니터링

모의수출 환경을 조성하여 포도의 이온화에너지 한계선량 조사 처리구와 대조구의 품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포도의 모의 운송기간 동안 챔버 내의 온습도 변화는 아래와 같다. 온도는 

대조구의 경우 평균 –1.5℃이고 처리구 챔버는 평균 –0.8℃로 처리구가 다소 높은 온도로 유지

되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실험 시 운송온도는 0℃로 설정하였는데, 실제 측정온도는 –0.8 ~ 
-1.5℃로 약 1℃ 낮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연구소내 저장고의 온도관리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

로 파악된다. 습도는 두 처리구 모두 78~79%로 유지되었다. 모의 운송기간이 끝난 뒤, 10℃로 

옮겨 보관하며 현지에서 출하되기 전 환경을 맞추었고, 유통 5, 10일에 상온 20℃로 꺼내어 하

루가 경과(판매환경)한 뒤 품질을 분석하였다. 모의 현지유통을 실시하며 품질을 분석하였는데, 

모의 유통 과정 중 온습도 변화는 아래 그림과 같이 온도 평균 9.5℃, 습도 평균 71% 였다. 

포도의 품질은 선적기간 1주를 경과하고 현지유통을 진행한 경우, 유통기간 5일과 10일 경과 

후 대조구와 처리구간의 품질차이가 없었고 모두 신선함을 유지하였다. 선적기간 2주를 경과하

고 현지유통을 진행한 경우, 유통 5일까지는 신선함을 유지하며 처리 간 차이가 없었고, 유통 

10일에는 두 처리구 모두 부패와 과방경 갈변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모두 상품성을 

유지하였고 처리간 큰 차이가 없었다(데이터 미제시). 3주간의 선적기간이 경과하고 현지유통

을 진행하였을 때, 유통 5일까지는 품질차이가 없었고 유통 10일에는 대조구의 부패로 인한 외

관지수와 신선도가 하락하여 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다. 반면 맛을 보았을 때 400Gy 

처리구의 과실 과육이 탄력성이 적어지기 시작하며 저작감에서 대조구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

는데, 이를 종합한 총평은 두처리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선적기간 5주 경과 후 현지유통을 

진행하였을 때, 유통 5일만에 400Gy 처리구의 저작감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졌고, 유

통 10일에는 두처리구 모두 과육의 탄력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유통 10일에는 

오히려 400Gy 처리구의 신선도가 더 낮고 부패가 높은 경향을 보여 총평에서 3점 이하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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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떨어진 결과를 나타내었다. 포도 역시 선적기간이 길수록 현지유통에서는 품질저하가 더

욱 빠르게 나타나므로 빠른 소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포도의 감마선 한계 흡수선량을 처리하고 모의 수출하였을 때, 소비지에서 품질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상온 유통 10일 이내로 소비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74. 포도 모의 수출 유통 시 챔버 내 온습도 변화 모니터링

그림 75. 포도 모의 수출 현지유통 시 온습도 변화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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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0. 포도 3주 및 5주 모의 선적 후 유통기간에 따른 관능평가 

4-1 이온화 에너지 적용 수출단감의 품질 영향평가 (제2협동 위탁1, 계명대학교)

 1. 감마선 조사 단감의 품질변화

 가. 재료 

  ○ 단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양이 재배되는 부유(Fuyu) 품종으로 선정하였고, 경남 

창원 및 진영 지역에서 2012년 11월에 재배되는 단감을 수확 직후 이온화에너지 조사

를 처리 하였다.

  ○ 감마선 조사는 정읍에 있는 방사선 연구소에서 실시하였고, 전자선 조사는 대전의 이

비테크(EB Tech)에서 실시하였다.

 나. 실험 방법

  ○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단감의 품질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조사선량(dose)을 0 

(control), 200 Gy, 400 Gy, 600 Gy, 800 Gy, 및 1000 Gy로 다양하게 하였다.

  ○ 감마선 조사된 단감은 0℃ 저온저장고에서 최대 60일간 저장하였으며, 각각의 저온 저

장 기간에서 단감을 유통 시 조건인 상온으로 옮겨 0일, 3일, 5일, 7일까지 상온 저장을 

하면서 단감의 품질(당도, 색도, 경도, 공기조성, 당함량, 생리적장해 등) 변화를 측정하

였다(표 1-1). 

  ○ 감마선 조사가 단감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총 54박스 (약50개/box)의 

단감으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통전 유통3일 유통5일 유통7일

저장 0일 1 2 3 4

저장 30일 5 6 7 8

저장 60일 9 10 11 12

표 1-1. 감마선 조사 단감의 품질측정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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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감의 품질측정으로는 색도(color), 경도(firmness), 당도(sugar content), 호흡률을 측정

하였다. 

 다. 실험 결과

 (1) 색도(color) 측정

  ○ 단감의 색도변화는 색도계(CR-4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L(명도, Lightness), a(적

색도, redness) 및 b(황색도, yellowness)값을 측정하였음.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은 L값 

99.46, a값 -0.09, b값 -0.11이었으며, 각 조건당 9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 표 1-2는 감마선 조사된 단감의 조사 후 저온저장고에서 0일, 30일 60일간 저장 되면

서 유통하기 위해 실온에서 저장된 기간에 따른 색도값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단감의 

색도 L, a, b 값은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라 변화되는 일괄적인 경향성을 찾기가 어려우

며, 저온저장고에서의 저장 기간에 따라서도 두드러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하지만 유통을 위해 실온에서 저장된 저장 기간에 따라서는 L값의 경우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유

통

기

간

조사 

선량

(Gy)

처리직후 30일 60일

L값 a값 b값 L값 a값 b값 L값 a값 b값

유

통

전

0 52.86±1.73 26.73±2.04 27.35±2.51 54.86±0.96 29.21±4.11 29.74±1.44 54.76±1.82 29.49±3.46 29.25±1.71

200 54.59±1.38 28.90±2.35 29.29±0.66 54.71±0.93 30.94±2.55 30.23±0.84 53.81±1.20 32.37±1.72 29.31±1.70

400 53.54±1.49 32.77±2.07 28.33±1.80 54.54±2.08 31.94±3.27 29.11±1.25 53.09±2.92 29.23±4.03 29.01±2.51

600 54.46±1.60 31.59±3.57 29.16±0.96 55.04±1.15 27.09±3.73 29.97±0.55 54.36±1.34 28.96±2.28 28.97±1.45

800 55.16±1.42 28.86±2.46 29.14±1.47 53.94±1.99 32.30±3.47 29.97±1.47 53.32±1.84 27.26±4.18 28.14±2.54

1000 55.75±0.66 30.04±2.44 30.16±1.01 52.42±1.92 33.76±1.44 27.97±1.86 53.33±3.12 30.39±4.39 29.50±2.76

3일

0 55.55±1.30 27.51±3.29 29.34±1.62 55.73±0.79 28.14±1.71 29.16±1.20 54.75±2.87 26.99±3.75 28.82±2.10

200 54.61±2.81 29.24±3.85 28.63±2.37 55.23±1.85 29.26±2.11 28.56±1.60 54.63±1.57 29.42±2.43 29.10±0.82

400 52.54±1.32 26.51±3.64 28.16±0.97 54.83±2.28 27.11±3.21 28.93±2.82 54.67±1.57 26.53±2.92 29.02±1.60

600 55.14±2.40 28.51±2.54 28.44±1.81 54.18±2.02 31.24±1.84 28.86±1.66 55.44±0.96 28.83±2.97 29.48±1.84

800 55.11±2.86 26.45±2.71 29.37±2.26 54.51±1.60 30.14±2.90 29.25±1.10 54.87±2.97 26.58±3.40 29.58±2.43

1000 54.49±2.20 28.62±2.55 28.76±2.79 55.34±1.73 28.83±2.10 29.03±1.62 53.57±1.76 29.54±4.53 29.05±1.24

5일

0 53.45±1.65 26.56±2.43 27.96±1.30 53.36±4.11 27.65±4.00 28.06±3.23 55.26±2.07 27.89±3.01 29.69±1.70

200 54.43±0.78 27.65±3.55 28.38±1.62 54.44±1.12 30.08±1.94 28.87±1.25 51.72±4.18 28.22±2.69 26.99±2.95

400 54.83±1.46 26.64±3.23 28.62±1.55 54.20±1.43 30.37±2.78 28.98±1.64 52.83±2.35 30.72±2.67 28.10±2.20

600 54.41±3.33 29.64±2.11 28.84±3.09 54.35±2.02 25.23±2.31 28.72±1.78 52.12±5.14 27.31±3.91 27.68±2.51

800 55.13±1.65 26.06±2.85 29.19±1.45 56.04±2.59 28.90±3.89 30.03±1.35 55.11±1.55 26.58±3.15 28.88±0.87

1000 55.76±1.56 24.80±3.33 29.46±1.20 54.39±1.98 30.06±2.21 29.32±1.64 53.96±4.24 27.65±3.88 28.26±3.18

7일

0 53.57±2.18 25.32±3.70 27.40±1.66 55.71±1.41 28.05±1.43 29.72±2.25 52.66±3.57 29.06±2.92 27.90±3.08

200 52.49±2.33 27.55±2.28 27.25±1.82 53.45±1.05 28.40±2.87 28.39±1.02 54.24±1.32 28.88±2.24 29.28±1.52

400 53.89±1.58 27.29±3.37 28.73±1.40 53.54±1.42 26.84±2.82 28.05±1.89 52.23±2.03 27.23±2.63 27.24±1.75

600 52.67±4.35 28.32±3.66 28.71±2.03 53.97±1.44 26.54±3.61 28.44±1.06 50.29±3.05 25.11±3.44 24.40±2.39

800 53.96±1.33 26.82±2.31 27.79±1.09 54.46±2.27 25.00±2.70 28.70±2.04 50.91±4.89 22.52±1.86 26.48±3.59

1000 53.90±0.99 25.52±2.68 28.39±1.61 52.76±3.92 27.03±2.80 29.19±1.02 51.45±3.92 28.17±2.35 27.18±3.12

표 1-2.  감마선 조사된 단감의 조사 후 유통전 실온저장 기간에 따른 색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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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경도(firmness) 측정

  ○ 단감의 경도(firmness)를 측정하기 위해 texture analyzer (TA-XT2, Stable Micro 

Systems Co.,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감의 경도 측정 시 probe는 직경 5 

mm 였고, 속도 1mm/sec로 10 mm까지 주입한 후 표피로부터 7 mm의 깊이까지 침투

시키는데 요구되는 평균 저항값을 Newton (N) 단위로 표시하였다. 각 조건당 9개의 샘

플을 가지고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그림 1-1은 감마선 조사된 단감의 경도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0℃ 저온저장고에서 0

일, 30일, 60일 저장 후 유통을 위해 실온에서 최대 7일까지 보관된 단감의 경도를 감

마선 조사선량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감마선의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단감의 경도는 

약 20∼40% 정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 하지만 감마선 조사선량에 의한 영향보다 단감을 유통하기 위해 실온에서 저장하는 기

간에 따라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실온 저장 7일에는 단감의 경

도가 3∼6 N 사이의 경도를 나타내어 초기의 단감 경도인 약 20 N의 3분의 1 이하로 

감소함을 보여주고 있다.

    (a)                          (b)                          (c)

그림 1-1. 유통전 실온에서 저장기간에 따른 감마선 조사 단감의 경도 변화. (a) 저온저장고 저

장 0일, (b) 저장 30일, (c) 저장 60일

 (3) 당도(sugar content) 측정

  ○ 단감의 당도(sugar content)를 측정하기 위해 단감의 과육 중심부위를 채취한 후 착즙

하여 굴절당도계(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였으며, 최소한 5개 이상의 시료를 측정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그림 1-2는 감마선 조사된 단감을 0℃ 저온저장고에서 0일, 30일, 60일 저장된 후 유통

되기 위해 0일, 3일, 5일, 7일간 실온에서 저장된 단감의 당도를 나타낸 것으로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당도변화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저온저장고에서의 저장 기간에 따른 

변화도 거의 없다고 보여니다. 하지만 실온에서 저장된 저장 기간에 따라서는 단감의 

당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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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그림 1-2. 유통전 실온에서 저장기간에 따른 감마선 조사 단감의 당도 변화. (a) 저온저장고 저

장 0일, (b) 저장 30일, (c) 저장 60일

 (4) CO2 호흡량 측정

  ○ 단감의 호흡량을 측정하기 위해 1000 ml 병에 약 200g의 단감을 넣고 밀봉후 72시간 

후에 밀봉된 병에 O2 조성을 측정하여 O2의 변화량을 단감의 무게와 밀봉된 시간을 

나눔으로 계산하였음. 각 샘플당 4회 반복하여 실험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단감의 CO2 호흡량은 그림 1-3에서 보듯이 감마선 처리 선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감마선 처리하지 않은 단감은 약 0.79 ml/kg/hr의 이산화탄소 호흡량을 

보여주었고, 400 Gy와 1000 Gy 처리된 단감은 약 1.1 ml/kg/hr의 이산화탄소 호흡량을 

보여 감마선 처리가 단감의 호흡을 증진시킴을 알 수 있다. 

그림 1-3. 감마선 조사선량에 따른 단감의 O2 호흡량

 2. 전자선 조사 단감의 품질변화

 가. 실험 방법

  ○ 전자선 조사의 선량도 감마선 조사 선량과 같은 조건인 0(control), 200 Gy, 400 Gy, 

600 Gy, 800 Gy, 및 1000 Gy로 하였으며, 전자선 조사된 단감의 경우에는 0℃ 저온저

장고에서 저장하지 않고, 단감의 유통 조건에 따라 상온에서 0일, 3일, 5일, 및 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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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하면서 단감의 품질(당도, 색도, 경도, 공기조성, 당함량, 생리적장해 등) 변화를 측

정하였다.(표 1-3)

  ○ 전자선 조사가 단감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총 18박스 (약50개/box)의 

단감으로 전자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유통전 유통3일 유통5일 유통7일

저장 0일 1 2 3 4

표 1-3. 전자선 조사 단감의 품질측정 시기

 나. 실험 결과

 (1) 색도(color) 측정

  ○ 전자선 조사 단감의 색도도 앞에 설명한 방법대로 측정을 하였고, 측정 결과는 표 1-4

에 나타내었음. 전자선 조사 단감의 색도 변화도 전자선의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는 거

의 없었으며, 유통전 실온저장 기간에 따라 다소 변화가 있으나 그 차이는 오차범위내

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색도
조사선량

(Gy)
유통전 3 day 5 day 7 day

L값

0 53.73±1.56 55.26±1.21 54.37±2.34 53.47±2.12

200 54.27±1.60 53.95±1.61 54.97±1.39 52.01±4.27

400 53.97±1.57 54.85±1.50 53.65±2.56 54.33±1.93

600 54.45±1.14 55.69±2.51 55.17±3.35 54.35±1.30

800 54.26±1.89 55.49±1.07 55.16±2.13 53.04±5.25

1000 53.53±1.12 54.31±3.07 52.54±4.26 54.69±2.21

a값

0 27.09±2043 28.38±2.88 26.35±3.35 24.81±3.17

200 29.79±3.40 29.32±3.01 28.72±3.03 25.31±2.80

400 30.24±1.56 27.51±3.96 28.68±3.13 27.87±2.43

600 28.06±1.98 27.85±3.15 27.87±4.21 27.45±2.40

800 31.43±2.82 26.85±3.16 25.98±3.23 25.23±2.63

1000 29.04±3.34 32.34±3.04 26.39±2.47 27.57±4.50

b값

0 28.63±1.96 29.05±0.94 28.52±1.58 28.12±1.33

200 29.06±1.46 28.51±1.46 29.16±1.59 28.29±2.01

400 29.15±1.89 28.90±1.19 28.57±1.92 28.99±1.26

600 28.84±1.22 28.52±2.02 29.38±2.76 29.05±1.13

800 29.82±1.29 28.69±1.67 28.97±1.94 27.42±3.72

1000 28.91±0.69 29.15±1.84 27.82±3.48 29.08±1.11

표 1-4. 전자선 조사된 단감의 조사 후 유통전 실온저장 기간에 따른 색도값

 (2) 당도(sugar content)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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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선 조사도니 단감의 당도는 조사 직후 약 14 brix 내외 이며, 조사선량에 따른 

당도의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유통전 실온저장 기간에 따라서는 13 brix 

내외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표 1-5) 

조사 선량

(Gy)
유통전 3 day 5 day 7 day

당도

(brix)

0 14.62±0.89 14.28±1.02 13.32±0.57 13.40±1.13
200 14.53±1.11 14.01±0.98 13.64±0.63 13.91±0.64
400 14.26±0.77 13.96±0.77 13.93±0.68 12.88±0.44
600 14.26±0.62 13.81±0.84 13.64±0.62 13.83±0.63
800 13.71±0.75 14.57±0.71 13.06±0.86 12.82±0.76
1000 14.11±0.55 13.96±0.78 13.29±0.71 14.08±0.97

표 1-5. 전자선 조사된 단감의 조사 후 유통전 실온저장 기간에 따른 당도

 (3) CO2 호흡량 

    ○ 그림 1-4에서 보듯이 전자선 조사된 단감의 이산화탄소 호흡량도 감마선 조사된 

단감과 같이 조사선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200 Gy와 800 Gy에서 

이산화탄소 호흡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과실의 

실험에서 발생하는 단감의 개체차에 의한 오차라고 볼 수 있다.

그림 1-4. 전자선 조사선량에 따른 단감의 O2 호흡량

제 2 절   이온화에너지 조사와 1-MCP 처리의 효과 

 1. 감마선 조사전 1-MCP처리에 의한 효과

 가. 실험 방법

  ○ 이온화에너지 처리에 의해 단감이 연화되는 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전 연화

억제제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MCP를 처리하여 처리효과를 비교하였다. 

2013년 10월 말에 수확된 부유종의 단감을 2013년 11월 4일 1-MCP로 처리한 후 11월 

5일 정읍 방사선연구소에서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감마선 목표선량(target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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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단감의 품질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목표선량을 0 (control), 200, 400, 600, 800, 

1000 Gy으로 다양하게 하였다.

  ○ 감마선 조사된 단감은 0℃ 저온저장고에서 최대 120일간 저장하였으며, 각각의 저온 

저장 기간에서 단감을 유통 시 실온으로 옮겨 0일, 1일, 2일, 3일 및 4일간 저장하면서 

단감의 품질(당도, 색도, 경도, 공기조성, 당함량 등)변화와 생리적장해(연화, 갈변, 흑변, 

부패 등)를 조사하기 위해 총 72박스(약 50개/box)의 단감에 감마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 감마선 조사된 단감의 연화되는 문제를 최소화 하기 위해 감마선 조사전에 1-MCP를 

사용하여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단감의 품질변화 및 생리적장해를 비교하였다. 

 나. 감마선 조사 단감의 1-MCP 처리 효과

 (1) 색도(color) 변화

  ○ 단감의 색도변화는 색도계(CR-40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L(명도, Lightness), a(적

색도, redness) 및 b(황색도, yellowness)값을 측정하였음. 이때 사용한 표준백판은 L값 

99.46, a값 -0.09, b값 -0.11이었으며, 각 조건당 9개의 시료를 측정하여 각각의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 그림 2-1은 감마선 조사된 단감의 조사 후 0°C 저온저장고에서 14일, 75일, 120일간 

저장 되면서 유통하기 위해 상온에서 저장된 기간(0일, 1일, 2일, 3일 및 4일)에 따른 

색도값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단감의 색도 L, a 및 b 값 모두 감마선의 목표선량

이 높은 800Gy와 1000Gy에서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으나 목표선량에 따른 차이

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아 보이고 있음. 하지만 상온에서의 저장 기간이 1일 이후에는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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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감마선 조사 단감의 상온에서의 저장 기간에 따른 색도(L, a 및 b 값) 변화 >

    ○ 그림 2-2는 감마선 조사된 단감을 1-MCP 처리하여 저온저장고에 저장 후 상온에서 저

장된 단감의 색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1-MCP가 처리되지 않은 그림 1과 비교하여 감

마선 목표선량에 따른 색도의 변화가 뚜렷함을 볼 수 있으며, L, a 및 b 값 모두 600 

Gy이상의 높은 선량에서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림 1과 달리 1-MCP 처리 

단감의 경우에는 상온에서의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색도 값들의 변화는 거의 없어 

보였고, b 값의 경우에만 400 Gy 이상의 선량에서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림 2-2. 감마선 조사 단감의 1-MCP 처리후 상온에서의 저장 기간에 따른 색도(L, a 및 b 값) 변화

 (2) 경도(firmness) 변화

    ○ 단감의 경도(firmness)를 측정하기 위해 texture analyzer (TA-XT2, Stable Micro 

Systems Co.,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단감의 경도 측정 시 probe는 직경 5 

mm 였고, 속도 1mm/sec로 10 mm까지 주입한 후 표피로부터 7 mm의 깊이까지 침투시

키는데 요구되는 평균 저항 값을 Newton (N) 단위로 표시하였다. 각 조건당 9개의 샘플

을 가지고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그림 2-3은 감마선 조사된 단감을 (a) 1-MCP 무처리와 (b) 1-MCP 처리 후 저온 저장고

에서 14일, 75일, 120일 저장 후 상온에서의 저장기간(0일, 1일, 2일, 3일, 및 4일)에 따른 

단감의 경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예상대로 1-MCP가 처리되지 않은 단감의 경우 상온

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3일 이후에는 5 N 이

하로 상품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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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한 감마선의 목표선량이 600 Gy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는 상온 저장 초기(1일, 2일)에

도 목표선량이 낮은 단감들에 비해 경도값이 낮음을 보이고 있으며, 3일 이후에는 목표

선량에 따른 차이는 없음이 관찰되었다.

    ○ 그림 2-3(b)에서 보는 것처럼 감마선 목표선량에 따른 경도변화는 1-MCP 처리된 단감

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목표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의 감소가 두드러지

고 있고, 경도의 차이는 상온에서 저장 기간이 3일과 4일째에 더욱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MCP 처리되지 않은 단감에 비해 상온에서 4일째 까지도 상대적으

로 높은 경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400 Gy 이하에서는 10 N 이상을 유지함을 알 

수 있었다.

    ○ 본 결과를 통해 단감의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감마선 조사 이후에 1-MCP를 함께 

처리함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a)                                               (b) 

  

그림 2-3. 감마선 조사 후 (a) 1-MCP 처리하지 않은 단감과 (b) 처리 단감의 상온 저장기간에 따른 경도 

변화

 (3) 당도(sugar content) 변화 

    ○ 단감의 당도(sugar content)를 측정하기 위해 단감의 과육 중심부위를 채취한 후 착즙하

여 굴절당도계(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였으며, 최소한 5개 이상의 시료를 측정하

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 그림 2-4는 감마선 조사된 단감을 (a) 1-MCP 무처리와 (b) 1-MCP 처리 후 저온 저장고

에서 14일, 75일, 120일 저장 후 상온에서의 저장기간(0일, 1일, 2일, 3일, 및 4일)에 따른 

단감의 당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단감의 당도변화는 감마선 목표선량에 따라 큰 영향

이 없다고 보이며, 1-MCP 처리 유무 및 상온에서의 저장기간에 따라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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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감마선 조사 후 (a) 1-MCP 처리하지 않은 단감과 (b) 처리 단감의 상온 저장기간에 따른 당도 

변화

 (4) 생리적장해 조사

    ○ 단감의 생리적장해에는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등이 있으며, 감마선 목표선량(0, 200, 

400, 600, 800 및 1000 Gy), 저장기간(저온저장 14일, 75일, 120일 및 상온저장 0일, 1일, 

2일, 3일, 4일) 및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단감의 생리적장해를 표 2-1부터 표 2-14에 

나타내었다.

    ○ 단감의 수확 후 감마선 조사, 저장기간 및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가장 큰 변화가 있

는 생리적장해로는 연화였으며, 일부 조건에서는 실험적인 오차가 있었으나 대체로 감마

선의 목표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화된 단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상온에

서의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연화 단감의 숫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하지

만 저온저장(0°C)에서만 저장된 단감의 경우에는 75일 및 120일 동안 저장되었더라도 

연화된 단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흑변 및 부패된 단감이 발견되었다.

    ○ 1-MCP 처리유무에 따라서는 단감의 연화 정도가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상온에서 

저장 2일 이상에서는 1-MCP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부분이 단감이 연화 되었지만 

1-MCP 처리 단감의 경우에는 상온저장 2일까지는 연화단감의 정도가 극히 적었으며, 상

온저장 3일과 4일에서도 50% 이상의 단감이 연화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어 역시 

1-MCP 처리가 단감의 연화를 억제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 저온저장 14일 후 상온 저장 1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21 39 19 1 0 0 0 0 0 0

200 24 40 16 0 0 0 0 0 0 0

400 27 39 13 1 0 0 0 0 0 0

600 38 40 2 0 0 0 0 0 0 0

800 35 40 5 0 0 0 0 0 0 0

1000 32 39 8 1 0 0 0 0 0 0

표 2-2. 저온저장 14일 후 상온 저장 2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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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20 40 20 0 0 0 0 0 0 0

200 26 40 14 0 0 0 0 0 0 0

400 20 40 20 0 0 0 0 0 0 0

600 15 40 25 0 0 0 0 0 0 0

800 6 40 34 0 0 0 0 0 0 0

1000 6 40 34 0 0 0 0 0 0 0

표 2-3. 저온저장 14일 후 상온 저장 3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3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19 30 11 0 0 0 0 0 0 0

200 16 30 14 0 0 0 0 0 0 0

400 16 30 14 0 0 0 0 0 0 0

600 10 30 20 0 0 0 0 0 0 0

800 5 30 25 0 0 0 0 0 0 0

1000 0 30 30 0 0 0 0 0 0 0

표 2-4. 저온저장 14일 후 상온 저장 4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2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20 20 0 0 0 0 0 0 0

200 0 19 20 1 0 0 0 0 0 0

400 0 20 20 0 0 0 0 0 0 0

600 0 19 20 1 0 0 0 0 0 0

800 0 20 20 0 0 0 0 0 0 0

1000 0 15 20 5 0 0 0 0 0 0

표 2-5. 저온저장 75일 후 상온 저장 0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45 45 0 0 0 0 0 0 0 0

200 45 45 0 0 0 0 0 0 0 0

400 45 45 0 0 0 0 0 0 0 0

600 45 45 0 0 0 0 0 0 0 0

800 45 45 0 0 0 0 0 0 0 0

1000 45 45 0 0 0 0 0 0 0 0

표 2-6. 저온저장 75일 후 상온 저장 1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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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42 45 3 0 0 0 0 0 0 0

200 38 45 7 0 0 0 0 0 0 0

400 41 43 4 2 0 0 0 0 0 0

600 40 44 5 1 0 0 0 0 0 0

800 43 44 2 1 0 0 0 0 0 0

1000 38 35 7 9 0 0 0 0 0 0

표 2-7. 저온저장 75일 후 상온 저장 2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43 42 2 0 1 0 0 0 0

200 2 44 36 1 0 5 0 0 0 0

400 22 34 17 7 11 5 0 0 0 0

600 22 43 18 1 9 10 0 0 0 0

800 31 44 12 0 7 6 0 0 0 0

1000 31 36 12 0 13 2 0 0 0 0

표 2-8. 저온저장 75일 후 상온 저장 3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43 45 0 0 0 0 0 0 0

200 1 34 44 10 0 4 0 0 0 0

400 1 8 44 26 9 8 0 0 0 0

600 25 20 2 23 0 0 0 0 0 0

800 1 20 44 24 0 10 0 0 0 0

1000 0 25 45 11 0 0 0 0 0 0

표 2-9. 저온저장 75일 후 상온 저장 4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43 45 0 0 0 0 0 0 0

200 0 23 45 11 0 0 0 0 0 0

400 0 5 45 3 0 0 0 0 0 0

600 0 3 45 17 0 0 0 0 0 0

800 0 5 45 15 0 0 0 0 0 0

1000 0 7 45 18 0 0 0 0 0 0

표 2-10. 저온저장 120일 후 상온 저장 0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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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45 44 0 0 0 0 0 0 0 1

200 45 45 0 0 3 1 0 0 0 0

400 45 44 0 0 0 0 0 0 0 1

600 45 44 0 0 0 0 0 0 0 1

800 45 45 0 0 0 0 0 0 0 0

1000 45 45 0 0 0 0 0 0 0 0

표 2-11. 저온저장 120일 후 상온 저장 1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45 41 0 4 2 5 0 0 0 1

200 41 41 4 4 5 2 0 0 0 0

400 41 32 4 13 2 1 0 0 0 0

600 33 45 12 0 0 4 0 0 0 1

800 30 41 15 4 4 0 0 0 0 1

1000 30 28 15 17 0 0 0 0 0 0

표 2-12. 저온저장 120일 후 상온 저장 2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21 41 24 0 4 4 0 0 0 0

200 27 41 14 0 9 8 0 0 0 0

400 31 31 10 1 7 5 0 0 0 0

600 32 45 1 0 9 9 0 0 0 0

800 28 39 2 2 7 4 0 0 0 0

1000 18 28 12 0 0 0 0 0 0 0

표 2-13. 저온저장 120일 후 상온 저장 3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39 45 2 5 6 0 0 0 0

200 0 35 45 6 8 8 0 0 0 0

400 0 27 45 4 9 8 0 0 0 0

600 11 43 21 2 5 8 0 0 0 0

800 12 33 16 6 9 6 0 0 0 0

1000 2 26 16 2 4 1 0 0 0 0

표 2-14. 저온저장 120일 후 상온 저장 4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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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31 45 6 1 3 0 0 0 0

200 0 24 45 9 7 5 0 0 0 0

400 0 20 45 17 1 3 0 0 0 0

600 0 16 45 27 5 3 0 0 0 0

800 1 12 44 21 5 4 0 0 0 0

1000 7 10 16 16 4 1 0 0 0 0

 2. X-선 조사전 1-MCP처리에 의한 효과

 가. 실험 방법

  ○ X-선 조사는 2013년 12월 12일 대전 EB Tech ㈜에서 실시하였으며, 목표선량은 0, 

200, 400, 600, 및 800 Gy로 하였고, 감마선 조사한 실험과 같이 X-선 조사 후 1-MCP 

처리 하지 않은 단감과 1-MCP 처리한 단감을 0℃ 저온저장고에서 최대 90일간 저장하

면서 유통을 위해 상온에서 0일, 1일, 2일, 3일 및 4일간 저장 후 단감의 품질변화 및 

생리적장해를 조사하였다.

  ○ X-선 조사된 단감의 품질(당도, 색도, 경도, 공기조성, 당함량 등)변화와 생리적장해(연

화, 갈변, 흑변, 부패 등)를 조사하기 위해 총 60박스(약 50개/box)의 단감에 X-선 조사

를 실시하였다.

 나. X-선 조사 단감의 1-MCP 처리 효과

 (1) 색도(color) 변화

  ○ 그림 2-5는 X-선 조사된 단감의 조사 후 0°C 저온저장고에서 30일, 70일, 90일간 저

장 되면서 유통하기 위해 상온에서 저장된 기간(0일, 1일, 2일, 3일 및 4일)에 따른 색

도값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으로, 단감의 색도 L, a 및 b 값은 상온에서의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상온 저장 2일 이후에는 control의 경우

와 비교해 모든 목표선량의 X-선 조사 단감에서 L, a 및 b 값이 감소폭이 커지면서 

control과 비교해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만 일단 X-선 조사된 단감에서는 목표선량

의 차이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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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X-선 조사 단감의 상온에서의 저장 기간에 따른 색도(L, a 및 b 값) 변화

    ○ 그림 2-6은 X-선 조사된 단감을 1-MCP 처리하여 저온저장고에 저장 후 상온에서 저장

된 단감의 색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X-선 조사 후 1-MCP가 함께 처리된 단감의 경우

에는 상온에서 4일까지 저장하여도 색도의 변화가 없음이 관찰되었음. 특히 1-MCP를 함

께 처리한 경우에는 X-선의 목표선량의 차이에 따른 L, a 및 b 값의 유의적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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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X-선 조사 단감의 1-MCP 처리후 상온에서의 저장 기간에 따른 색도(L, a 및 b 값) 변화

 (2) 경도(firmness) 변화

     ○ 그림 2-7은 X-선 조사된 단감을 (a) 1-MCP 무처리와 (b) 1-MCP 처리 후 저온 저장고

에서 30일, 70일, 90일 저장 후 상온에서의 저장기간(0일, 1일, 2일, 3일, 및 4일)에 따른 

단감의 경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예상대로 1-MCP가 처리되지 않은 단감의 경우 상온

에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감마선 조산 단감과 마찬가

지로 상온 저장 3일 이후에는 5 N 이하로 상품성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하지만 X-선 조사의 경우 1-MCP 처리를 하지 않은 단감은 목표선량의 차이에 따른 단

감의 경도 차이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1-MCP 처리를 한 단감인 경우에는 

목표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상온 4일 저장에

서도 10 N이상의 높은 경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a)                                                   (b) 

   

그림 2-7. X-선 조사 후 (a) 1-MCP 처리하지 않은 단감과 (b) 처리 단감의 상온 저장기간에 따른 경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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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당도(sugar content) 변화 

    ○ 그림 2-8은 X-선 조사된 단감을 (a) 1-MCP 무처리와 (b) 1-MCP 처리 후 저온 저장고

에서 30일, 70일, 90일 저장 후 상온에서의 저장기간(0일, 1일, 2일, 3일, 및 4일)에 따른 

단감의 당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단감의 당도변화는 X-선 목표선량에 따라 큰 영향이 

없다고 보이며, 1-MCP 처리 유무 및 상온에서의 저장기간에 따라서도 별다른 영향이 없

어 감마선 조사된 단감과 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 

  

그림 2-8. X-선 조사 후 (a) 1-MCP 처리하지 않은 단감과 (b) 처리 단감의 상온 저장기간에 따른 당도 

변화

 (4) 생리적장해 조사

    ○ X-선 목표선량(0, 200, 400, 600 및 800 Gy), 저장기간(저온저장 14일, 75일, 120일 및 

상온저장 0일, 1일, 2일, 3일, 4일) 및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단감의 생리적장해를 표 

2-15부터 표 2-28에 나타내었다.

    ○ 감마선 조사와 같이 단감의 수확 후 X-선 조사, 저장기간 및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가장 큰 변화가 있는 생리적장해로는 연화였으며, 흑변도 많이 발견되었음. X-선의 목표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연화된 단감의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상온에서의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서도 연화 단감의 숫자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음. 

하지만 저온저장(0°C)에서만 저장된 단감의 경우에는 70일 및 90일 동안 저장되었더라

도 연화된 단감이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흑변 및 부패된 단감이 발견되었다. 

    ○ X-선 조사된 단감을 30일간 저온저장 된 경우 상온 저장 2일째부터 연화 단감의 비율

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온 저장 3일과 4일에서는 100% 연화됨을 알수 있었

음. 하지만 이 경우에는 흑변 단감을 발생하지 않았다. 

    ○ X-선 조사 단감을 70일 및 90일간 저온저장 된 경우에는 유통 전부터 흑변이 발견되었

고, 흑변의 발생율은 1-MCP 처리 유무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 없이 비슷한 비율로 발생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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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5. 저온저장 30일 후 상온 저장 0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40 40 0 0 0 0 0 0 0 0

200 40 40 0 0 0 0 0 0 0 0

400 40 40 0 0 0 0 0 0 0 0

600 40 40 0 0 0 0 0 0 0 0

800 40 40 0 0 0 0 0 0 0 0

표 2-16. 저온저장 30일 후 상온 저장 1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36 39 4 1 0 0 0 0 0 0

200 32 39 8 1 0 0 0 0 0 0

400 37 39 3 1 0 0 0 0 0 0

600 37 38 3 2 0 0 0 0 0 0

800 40 37 0 3 0 0 0 0 0 0

표 2-17. 저온저장 30일 후 상온 저장 2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5 38 31 1 0 0 0 0 0 0

200 4 35 28 4 0 0 0 0 0 0

400 7 37 30 2 0 0 0 0 0 0

600 4 35 33 3 0 0 0 0 0 0

800 1 34 39 3 0 0 0 0 0 0

표 2-18. 저온저장 30일 후 상온 저장 3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37 40 1 0 0 0 0 0 0

200 0 35 40 0 0 0 0 0 0 0

400 0 37 40 0 0 0 0 0 0 0

600 0 33 40 2 0 0 0 0 0 0

800 0 33 40 2 0 0 0 0 0 0

표 2-19. 저온저장 30일 후 상온 저장 4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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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36 40 1 0 0 0 0 0 0

200 0 35 40 0 0 0 0 0 0 0

400 0 35 40 2 0 0 0 0 0 0

600 0 31 40 2 0 0 0 0 0 0

800 0 29 40 4 0 0 0 0 0 0

표 2-20. 저온저장 70일 후 상온 저장 0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40 40 0 0 4 0 0 0 0 0

200 40 40 0 0 3 4 0 0 0 0

400 40 40 0 0 5 3 0 0 0 0

600 40 40 0 0 3 0 0 0 0 0

800 40 40 0 0 2 0 0 0 0 0

표 2-21. 저온저장 70일 후 상온 저장 1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30 38 10 2 4 0 0 0 0 0

200 29 38 11 2 0 0 0 0 0 0

400 32 36 8 4 0 0 0 0 0 0

600 28 37 12 3 0 0 0 0 0 0

800 28 36 12 4 0 0 0 0 0 0

표 2-22. 저온저장 70일 후 상온 저장 2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39 38 1 0 7 4 0 0 0 0

200 34 37 6 1 8 4 0 0 0 0

400 34 36 6 0 8 8 0 0 0 0

600 36 35 4 2 8 8 0 0 0 0

800 37 35 3 1 8 6 0 0 0 0

표 2-23. 저온저장 70일 후 상온 저장 3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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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1 37 28 1 7 4 0 0 0 0

200 0 36 23 1 8 8 0 0 0 0

400 1 35 25 1 8 8 0 0 0 0

600 2 33 24 2 8 8 0 0 0 0

800 10 35 15 0 8 8 0 0 0 0

표 2-24. 저온저장 70일 후 상온 저장 4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34 40 1 5 2 0 0 0 0

200 0 35 40 1 8 4 0 0 0 0

400 0 33 40 0 8 0 0 0 0 0

600 0 23 40 10 7 7 0 0 0 0

800 0 29 40 6 8 6 0 0 0 0

표 2-25. 저온저장 90일 후 상온 저장 0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39 40 1 0 8 1 0 0 1 1

200 39 40 0 0 7 1 0 0 1 0

400 39 40 1 0 0 1 0 0 1 1

600 40 40 0 0 0 7 0 0 0 0

800 40 40 0 0 4 0 0 0 0 0

표 2-26. 저온저장 90일 후 상온 저장 1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27 39 13 1 7 1 0 0 0 1

200 36 40 4 0 8 4 0 0 1 0

400 35 32 5 8 8 3 0 0 0 0

600 33 33 7 7 8 8 0 0 0 1

800 37 22 3 18 5 2 0 0 0 1

표 2-27. 저온저장 90일 후 상온 저장 2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 (총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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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24 38 5 1 8 5 0 0 0 1

200 31 38 5 2 7 7 0 0 0 0

400 30 27 5 5 8 5 0 0 0 0

600 28 32 5 1 8 7 0 0 0 1

800 37 19 0 2 8 4 0 0 0 1

표 2-28. 저온저장 90일 후 상온 저장 3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2 37 22 1 0 0 0 0 0 0

200 0 36 40 2 3 1 0 0 0 0

400 0 25 40 2 0 0 0 0 0 1

600 2 28 26 4 0 0 0 0 0 1

800 7 19 30 0 0 0 0 0 0 0

표 2-29. 저온저장 90일 후 상온 저장 4일째 단감의 1-MCP 처리 유무에 따른 생리적장해(총 40개)

선량
(Gy)

건전 연화 흑변 갈변 부패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무처리 1-MCP

0 0 34 40 3 8 3 0 0 0 0

200 0 29 40 7 8 4 0 0 0 0

400 0 24 40 1 8 7 0 0 0 0

600 0 22 40 6 8 7 0 0 0 0

800 0 15 40 4 8 7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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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귤 검역 병원균의 제어기술 개발 및 품질영향 평가 (제3협동과제, 제주대학교)

1 . 감귤궤양병균 순수분리 및 동정 

① 실험 목적 

- 이온화 에너지에 의한 감귤 궤양병균의 생장 억제를 측정하기 위해 제주 과수원에서 직접 

감귤궤양병균을 순수 분리하고 정확한 동정을 한 균주를 확보하기 위함

② 실험 방법

- 제주지역 감귤원에서 궤양병에 감염된 감귤 잎을 채취하여 표면 살균 후 세균을 순수 분리

함 (그림 1)

           

<그림 1> 제주 과수원에서 분리한 감귤궤양병균

- 이병된 잎에서 분리된 세균에서 total DNA를 추출한 후 감귤궤양병균을 동정하는데 사용하

는 primer-2 (5’-ACGGGTGCAAAAAATCT-3’)와 primer-3 (5’- TGGTGTCGCTTGTAT-3’)을 

이용하여 ITS 유전자 증폭을 실시함

- 보다 정확한 동정을 위하여 상기 primer를 통해 증폭된 ITS 유전자를  Genetic 

Analyzer(Applied Biosystems 3130xl, USA)를 이용하여 sequencing을 시행한 후 염기서열 결

과를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 http://blast.ncbi.nlm.nih.gov/Blast.cgi)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음

③ 실험 결과

- 이병된 잎에서 분리한 감귤궤양병균의 total DNA를 감귤궤양병 특이적 primer를 이용해 증

폭한 후 전기영동을 실시한 결과 250bp에서 실험한 모든 균주에서 밴드가 형성되었으며 이

는 분리한 균이 감귤궤양병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음 (그림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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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이병된 잎에서 분리한 세균을 감귤궤양병균 특이적 primer를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

폭한 후 전기 영동한 결과(A)와 증폭된 유전자를 sequencing한 후 유전자 염기 서

열 결과 (B)

- 특정 primer에 의해 증폭된 유전자를 sequencing을 통해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그림 2B) 유

전자은행의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100% 감귤궤양병균임이 확인되었음 

2. 분리한 감귤궤양병균의 bio-test를 통한 병원성 검정

① 실험 목적

- 이병된 감귤 잎에서 분리한 감귤궤양병균을 감귤 잎에 직접 접종함으로써 분리한 감귤궤양

병균의 병원성 정도를 알아보기 위함

② 실험 방법

-  식물배양실에서 생장 중인 감귤나무에서 20일이 경과된 신초 6장의 잎이 있는 가지를 절취

하여 절단 부위를 차아염소산나트륨 1%로 살균한 후 멸균수가 담긴 삼각플라스크에 넣음

- 분리한 감귤궤양병원균의 현탁액을 1.0 × 106 cfu/ml과 1.0 × 107 cfu/ml 으로 준비하고 

tween 20을 총부피의 0.01%가 되도록 첨가한 후 각각 감귤의 신초에 분무 접종함

- 접종된 감귤의 잎을 100%의 습도처리가 된 28℃의 dew chamber에서 48시간 습실 처리 후 

28 ± 1℃가 유지되는 식물배양실의 습실처리 된 상자에 보관하면서 병 진전 상황을 20일 

동안 관찰함

③ 실험 결과

- 병원균 현탁액 1.0 × 106 cfu/ml의 농도로 접종된 식물체에서는 신초에서만 병에 감염되었

고, 병징이 나타난 잎은 전체 잎의 30% 정도로 조사됨(그림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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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분리한 감귤궤양병균을 접종한 감귤가지(A)와 감귤궤양병균 농도 1.0 × 106 

cfu/ml(B)과 1.0 × 107 cfu/ml(C)로 접종한 다음 30일 후 잎에서 형성된 병징

- 병원균 현탁액 1.0 × 107 cfu/ml의 농도를 접종된 식물체에서는 접종 15일 후 부터 어린잎

에서 병반이 형성되기 시작했으며, 접종 30일 후에 전형적인  궤양병 병징이  형성되었고 

이병엽율은 50% 이상이었음 (그림 3C) 

- 분리한 감귤궤양병균을 서로 다른 농도에서 전형적인 궤양병 병징을 나타냈고 높은 농도에

서 더 많은 병반수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분리한 감귤궤양병의 병원성은 정상인 것으로 판

단되었음

3.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에 대한 γ-선 처리에 의한 살균효과 

① 실험 목적

- 감귤 과실 수출 시 문제가 되고 있는 감귤궤양병균을 감마선에 의해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MeBr를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② 실험 방법

- 감귤 이병 엽에서 분리한 감귤궤양병균의 현탁액 농도를 1.0 x 107 cfu/ml로 조절한 후 감마

선량(핵종: Co-60, 10,807 CI (399.9TBq), C-188 선원(캐나다 MDS Nordlon))을 0, 100, 200, 

300, 400 gray로 처리함

- 처리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에서 직접 100μl를 semi selective medium(SSM) 배지에 도말한 후 

28℃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생성되는 균총 수를 조사함. 단 균총 수를 조사하기 불가능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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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와 100 gray 처리구에서는 희석을 통해 균 총수를 측정함

- 서로 다른 감마선 처리량에 따른 감귤궤양병균 생장 억제결과를 토대로 감귤궤양병균의 90%

를 치사할 수 있는 감마선량(D10 value)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산출함

                        

    (X1 = 처리 전 감귤궤양병균 밀도, X2 = 처리 후 감귤궤양병균 밀도)

③ 실험 결과

           

- 감마선을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을 직접 SSM배지에 배양한 결과, 처리한 감마선량에 

따라 생존한 감귤궤양병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  

      

<그림 6> 감마선 처리 후 TSA배지에 접종한 X. citri subsp. citri 억제 효과. 감귤궤양병균 

농도가 1.0 x 107cfu/ml인 현탁액을 감마선 0(A), 100(B), 200(C), 300(D), 400(E) 

gray로 처리 후 희석액의 100 µl를 semi selective medium(SSM) 배지에 도말하여 

28℃에서 3일간 배양한 모습



- 536 -

- 감마선량 100 gray에서는 무처리구와 마찬가지로 균총 수가 매우 많았고 400 gray에서는 균

총이 발견되지 않아 total lethal 선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그림 7A)

          

<그림 7> 서로 다른 감마선량으로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에서 X. citri subsp. citri의 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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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D10 value

- 감마선을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의 90%가 치사되는 감마선량 (D10 value)을 산출한 결

과 55 gray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7B). 

4.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에 대한 X-선 처리에 의한 살균 효과

① 실험 목적

- 감귤궤양병균을 X-선에 의해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있는지 알아봄으로써 이미 살균효과가 

검증된 감마선과 비교하여 수출 시 감귤 궤양병균 억제 수단으로 최적인 이온화 에너지를 

선발하고자 함

② 실험 방법

- 감귤 이병 엽에서 분리한 감귤궤양병균의 현탁액 농도를 1.0 x 107 cfu/ml로 조절한 후 X-선 

전환장치 (UEL-10-10S, Japan)를 이용하여 X-선량을 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gray로 처리함

- 처리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에서 직접 100μl를 Semi Selective Medium (SSM)배지에 도말한 

후 28℃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생성되는 균총 수를 조사함. 단 균총 수를 조사하기 불가능한 

무처리와 100 gray 처리구에서는 희석을 통해 균 총수를 측정함

- 감귤궤양병균에 대한 X-선 D10 value를 산출함

③ 실험 결과

 - X-선을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을 SSM 배지에 배양한 결과, 처리한 X-선량에 따라 생

존한 감귤궤양병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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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X-선 처리 후 SSM 배지에 접종한 X. citri subsp. citri 억제 효과. 감귤 궤양병균 

농도가 1.0 x 107cfu/ml인 현탁액을 0(A), 100(B), 150(C), 200(D), 250(E), 300(F), 

350(G) and 400(H)Gy의 X-선량으로 처리 후 그중 100 µl를 SSM 배지에 도말하여 

28℃에서 3일간 배양한 모습. 

- 처리한 X-선량이 증가할수록 생존한 감귤 궤양병균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350 gray에서

는 균총이 발견되지 않아 total lethal 선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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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서로 다른 X-선량으로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에서 X. citri subsp. citri의 밀도 

감소와 D10 value

-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에 대한 X-선 D10 value 62 gray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8). 이는 감마

선의 D10 value인 55 Gy와 거의 일치하여 두 이온화 에너지의 감귤 궤양병균에 대해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5. 감귤 생과실에서 감귤궤양병균에 대한 γ-선 처리에 의한 살균 효과

① 실험 목적

- 감귤 과실 수출 시 감귤 생과실에 존재하는 감귤궤양병균을 감마선에 의해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②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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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귤 생과실에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을 1.0 x 107 cfu/ml 농도로 표면 살포한 후 감마선량(핵

종: Co-60, 10,807 CI (399.9TBq), C-188 선원(캐나다 MDS Nordlon))을 0, 30, 50, 70, 100 

gray로 처리함

- 처리된 감귤 생과실을 살균수에 담가 격하게 흔들어 (150 rpm) 세척한 후 세척액 100μl를 

SSM배지에 도말한 후 28℃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생성되는 균총 수를 조사하고 D10 value를 

산출함

③ 실험 결과

 - 감마선을 처리한 감귤 생과실의 세척액을 SSM배지에 배양한 결과, 처리한 감마선량에 따라 

생존한 감귤궤양병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그림 5> 감마선 처리에 의한 감귤 생과실에 존재하는 X. citri subsp. citri 에 대한  억제 효

과. 감귤 생과실에 감귤궤양병균 농도가 1.0 x 107cfu/ml로 접종하고 감마선을 0(A), 

30(B), 50(C), 70(D), 100(E) gray로 처리 후 감귤 생과실을 세척하여 그 세척액의 

100 µl를 SSM배지에 도말하여 28℃에서 3일간 배양한 모습

- 감마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귤궤양병균의 균총 수가 차차 감소하여 100 gray에서는 균총이 

발견되지 않아 total lethal 선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 541 -

<그림 6> 서로 다른 감마선량으로 처리한 감귤 과실에서 X. citri subsp. citri 밀도 감소와 D10 

value 

- 감마선을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의 90%가 치사되는 감마선량 (D10 value)을 산출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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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28 gray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 이는 감귤 궤양병균 현탁액에 대한 D10 value 보다 

다소 낮았는데 생과실에의 감귤 궤양병균 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6. 감귤 생과실에서 감귤궤양병균에 대한 X-선 처리에 의한 살균 효과

① 실험 목적

- 수출 감귤 생과실에 존재하는 감귤궤양병균을 X-선에 의해 어느 정도 살균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② 실험 방법

- 감귤 생과실에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을 1.0 x 107 cfu/ml 농도로 표면 살포한 후 X-선 전환장

치 (UEL-10-10S, Japan)를 이용하여 X-선량을 0, 30, 50, 70, 100 gray로 처리함

- 처리된 감귤 생과실을 살균수에 담가 격하게 흔들어 (150 rpm) 세척한 후 세척액 100μl를 

TSA배지에 도말한 후 28℃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생성되는 균총 수를 조사함

- 감귤궤양병균에 대한 X-선 D10 value를 산출함

③ 실험 결과

 - X-선을 처리한 감귤 생과실의 세척액을 TSA배지에 배양한 결과, 처리한 X-선량에 따라 생

존한 감귤궤양병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  

<그림 5> X-선 처리에 의한 감귤 생과실에 존재하는 X. citri subsp. citri 에 대한  억제 효과. 

감귤 생과실에 감귤궤양병균 농도가 1.0 x 107cfu/ml로 접종하고 서로 다른 X-선량

으로 0(A), 30(B), 50(C), 100(D), 150(E), 200(F), 250(G), 300(H)로 처리 후 감귤 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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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을 세척하여 그 세척액의 100 µl를 TSA배지에 도말하여 28℃에서 3일간 배양한 모

습

- X-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귤궤양병균의 균총 수가 차차 감소하여 250 gray에서는 균총이 

발견되지 않아 total lethal 선량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됨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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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서로 다른 X-선량으로 처리한 감귤 과실에서 X. citri subsp. citri 의 밀도 감소와 D10 

value 

- X-선을 처리한 감귤 과실에서 감귤궤양병균의 90%가 치사되는 X-선량 (D10 value)을 산출한 

결과 97 gray인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6). 이는 감귤 궤양병균 현탁액에 대한 D10 value 보

다 다소 낮았는데 감마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생과실에의 감귤 궤양병균 양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7. γ-선 처리에 의한 감귤궤양병균 병원성 변화 조사

① 실험 목적

- 감마선에 의해 처리된 감귤궤양병균의 감귤 잎에 대한 병원성 변화를 알아봄으로써 감마선 

처리가 감귤 수출 시 방역 수단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함

② 실험 방법

- 실험에 사용한 감귤 잎은 위의 감귤궤양병균의 병원성 검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하

였음. (참고: 2. 분리한 감귤궤양병균의 bio-test를 통한 병원성 검정)

- 접종 농도 1.0 × 107 cfu/ml인 감귤궤양병원균 현탁액을 감마선 0, 50, 100, 200 gray로 처리

한 후 tween 20을 총부피의 0.01%가 되도록 첨가한 후 각각 감귤의 신초에 분무 접종함

- 접종된 감귤의 잎은 bio-test 에서와 마찬가지로 100%의 습도처리가 된 28℃의 dew chamber

에서 48시간 습실 처리 후 28 ± 1℃가 유지되는 식물배양실의 습실 처리된 상자에 보관

하면서 병 진전 상황을 관찰함

③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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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을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을 접종한 감귤 잎에서는 감마선 처리량에 따라 감귤

궤양병의 병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8)

- 감마선량을 50 gray로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은 무처리에 비해 감귤궤양병 병반 수의 

50% 정도 억제되었으며 200 gray로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은 거의 병을 발생시키지 

않았음 (그림 9)

        

<그림 8> 감마선을 조사한 감귤궤양병원균을 감귤 잎에 분무 접종한 후 궤양병 발생모습. 

A: 무처리, B: 50, C: 100, D: 200 gray로 처리한 가지의 잎

              

<그림 9> 감마선이 조사된 감귤궤양병원균 현탁액이 접종 15일 경과후 잎에서 발생한 병반 수

- 감마선 200 gray로 처리한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은 병원균 농도가 1.0 x 104 cfu/ml 정도임에

도 병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병을 발생시키기 위한 최소 농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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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궤양병에 감염된 감귤 포장에서 무발병 과실에서의 궤양병균 조사 

① 실험 목적

- 감귤궤양병이 발생하는 과수원에서 무병징 감귤 과실에 감귤궤양병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함. 이는 검역 과정에서 무병징 감귤 과실을 통해 수입국에서 감

귤궤양병이 전반될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함임

② 실험 방법

- 감귤 궤양병이 감염된 감귤과수원에서 육안으로 궤양병 병징을 나타내지 않는 감귤을 선발

함. 과수원은 제주도의 3개의 서로 다른 과수원에서 각각 3개의 무병징 과실을 채취함

- 채취한 감귤 생과실을 살균수에 담가 격하게 흔들어 (150 rpm) 세척한 후 세척액 100μl를 

TSA배지에 도말한 후 28℃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임의로 총 150개 균총을 선발함

<그림 10> 감귤궤양병 발생 과수원에서 채집한 무병징 감귤과실 세척액에서 생성된 균총 

(A-C). 균총을 임의로 선발하기 위해 배지 아래 부분을 칸을 나누어 검정색 부분의 균총을 

선발하였음(D-F).

- 각각의 균총에서 total DNA를 추출한 후 감귤궤양병균을 동정하는데 사용하는 primer-2 

(5’-ACGGGTGCAAAAAATCT-3’)와 primer-3 (5’- TGGTGTCGCTTGTAT-3’)을 이용하여 

ITS 유전자 증폭을 실시함

- 증폭된 ITS 유전자를  Genetic Analyzer(Applied Biosystems 3130xl, USA)를 이용하여 

sequencing을 시행한 후 염기서열 결과를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Blast; 

http://blast.ncbi.nlm.nih.gov/Blast.cgi)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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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실험 결과

<그림 10> 감귤궤양병이 발생하는 과수원에서 채취한 무병징 감귤 과실의 세척액에서 분리한 

균총을 감귤궤양병균 특이적 primer를 이용하여 유전자를 증폭한 후 전기 영동한 결과. Lanes: 

(M) 1-kb DNA ladder (BIOFACT, Co. Ltd.), (1-9) 무병징 감귤 세척액, (10) 감귤궤양병균. 

- 서로 다른 과수원에서 무병징 감귤과실 세척액에서 존재하는 세균을 임의로 조사해   결과 

총 150개 균주 중 4개의 균이 감귤궤양병균인 것으로 판명됨

- 따라서 수출 감귤은 비록 병징이 발견되지 않았다하더라도 감귤 표면에 감귤궤양병균이 존

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수출 시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9. 수출 감귤과실 실증적용 실험

① 실험 목적

- 수출을 위한 감귤 과실에 존재하는 감귤궤양병균을 X-선을 이용하여 박멸할 수 있는지 여부

를 알아보기 위해 수출용박스를 이용한 X-선 적용 실험을 수행함

② 실험 방법

- 감귤 생과실에 감귤궤양병균 현탁액을 1.0 x 107 cfu/ml 농도로 표면 살포한 후 수출용 박스

에 각각 60개의 감귤을 담아 X-선 전환장치 (UEL-10-10S, Japan)를 이용하여 X-선량을 300 

gray로 처리함. X-선 선량을 300gray로 정한 것은 그 동안의 실험을 통해 최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는 선량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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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1> 수출용 박스에 담긴 감귤 과실 (A)과 X-선 처리 모습 (B)

- 처리된 감귤 생과실을 임의로 채취하여 살균수에 담가 격하게 흔들어 (150 rpm) 세척한 후 

세척액 100μl를 TSA배지에 도말한 후 28℃에서 3일간 배양한 후 생성되는 균총 수를 조사

함

- 또한 TSA배지에 생성된 균총이 감귤궤양병균인지 알아보기 위해 균총의 total DNA를 감귤궤

양병균 동정을 위한 특정 primer를 이용하여 유전자 증폭을 통해 동정하였음

③ 실험 결과

- X-선을 처리하지 않은 감귤 과실 세척액에서는 많은 균총이 분리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감

귤 궤양병균으로 동정되었음

- 그러나 X-선을 300 gray로 처리한 감귤 과실은 감귤궤양병균을 접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척

액에서 세균이 거의 자라지 못했음



- 549 -

<그림 12> 수출용 박스를 이용한 X-선 처리 후 감귤 과실 세척액에 생성된 감귤궤양병균의 밀

도 (A)와 감귤궤양병균을 위한 특정 primer를 이용한 감귤 과실 세척액의 DNA의 유전자 증

폭 결과 (B). Lanes: (M) 1-kb DNA ladder (BIOFACT, Co. Ltd.), (1-8) 감귤 과실 세척액에서 

분리한 균총, (9) 감귤궤양병균

- 따라서 감귤 수출 시 선적하기 직전에 감귤 박스 채 X-선을 처리한다면 감귤궤양병균 박멸

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10. γ-선 처리에 의한 감귤 생과실 품질 변화 조사 

① 실험 목적

- 감마선 처리에 의한 감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당도, 산도, 착색도에 변화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함

② 실험 방법

- 감귤 완숙과 9개 과실을 감마선량 30, 50, 100, 200 gray로 처리한 후 과실의 과피를 박피한 후 양

낭을 착츱한 5㎖을 당산도 자동측정기(NH-2000, Horiba, Japan)에 주사하여 당도 및 산도를 측정

함 

- 또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감귤 과실에 감마선을 처리한 우 압축식 색차계(CR-700, Minlota, Japan)

로 과실 과경부, 적도 및 과정부의 2곳에 대한 적녹도 변화를 측정함

③ 실험 결과

- 서로 다른 감마선량을 처리한 후 당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200 gray로 처리한 감귤에서는 

당도가 약간 높아졌으나 유의성은 없었음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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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서로 다른 감마선량 50, 100, 200 gray 처리 후 감귤 과실의 당도. 기둥 위의 글씨는 

Duncan's range test 에 의한 유의성 검정 결과임 (p< 0.05 (n=9))

-  과실의 산도도 당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마선 처리에 의해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림 11)

<그림 11> 서로 다른 감마선량 50, 100, 200 gray 처리 후 감귤 과실의 산도. 기둥 위의 글씨는 

Duncan's range test 에 의한 유의성 검정 결과임 (p< 0.05 (n=9))

- 위 결과를 통해서 감마선 처리에 의해 200 gray까지는 감귤 생과실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11. γ-선 처리에 의한 감귤 생과실 물성 변화 조사 

① 실험 목적

- 감마선 처리에 의해 운송 중에 발생하는 과실의 눌림으로 파손되는 현상에 원인인 과실의 

경도 및 비중에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함

② 실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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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의 경도는 과실 1개당 6곳을 저에너지 준위는 9개 과실을 고에너지 준위에서는 20개 과일에 

대해 압축식 경도계(FHM-5, TAKEMURA, Japan)로 측정함

- 과실비중은 본 실험실에서 개발한 장비(그림 12)로 저에너지 준위는 9개의 과실과 고에너지 준위

에서는 10개의 과실을 측정함

  

<그림 12>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고안된 과실 즙액 압축기 (A), 과실 보관 요기 (B) 및 저울 (C) 

③ 실험 결과

- 감귤 경도는 50 및 200 gary로 처리한 감귤에서는 무처리에 비해 경도의 변화를 전혀 보이지 않

았으며, 100gray 에서는 무처리에 비해 경도가 낮았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음 (그림 13)

<그림 13> 서로 다른 감마선량 50, 100, 200 gray 처리 후 감귤 과실의 경도. 기둥 위의 글씨는 

Duncan's range test 에 의한 유의성 검정 결과임 (p< 0.05 (n=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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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마선을 처리한 모든 감귤에서 처리간에 유의적인 차가 없었으며 (그림 14) 이를 통해서 감마선 

처리로 인한 비중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그림 14> 서로 다른 감마선량 50, 100, 200 gray 처리 후 감귤 과실의 비중. 기둥 위의 글씨는 

Duncan's range test 에 의한 유의성 검정 결과임 (p< 0.05 (n=9))

- 위 결과를 토대로 감마선 200 gray까지는 감귤 생과실의 물성에는 변화를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됨

12. ϒ선 및 X선 선량별 조사에 따른 저온저장 중 과실물성변화

① 실험 목적

- 이온화 에너지를 처리한 감귤 생과실이 수출 운송 조건 하에서 물성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알아보고자 함

② 실험방법

- 수출용 감귤 생과실 3 박스 (각 5kg)에 ϒ선을 200, 400, 600, 800 및 1000gy 로 조사한 후  4 ℃저

온 저장하면서 0, 10, 20, 30, 40, 50, 60, 70일째 처리별로 압축식 경도계(FHM-5, TAKEMURA, 

Japan)를 이용하여 과실의 경도와 비중을 측정하였음. 

- 수출용 감귤 생과실 3 박스 (각 5kg)와 imazalil을 처리한 감귤 3 박스 (각 5kg)에 X선 200, 

400, 600 및 800gr 로 조사한 후 4 ℃저온 저장하면서 0, 10, 20, 30, 40일째 동일한 경도계로 

과실의 경도와 비중을 측정하였음.

③ 실험 결과

- ϒ선을 처리한 감귤에서는 처리한 ϒ선량에 따른 경도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저장 시간

에 따라서도 경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 (그림 9 왼쪽)

- X선을 처리한 감귤에서는 처리한 X선량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저장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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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는 ϒ선과 마찬가지로 경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 (그림 9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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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hanges of hardness in Satsuma mandarin fruit as irradiation of ϒ radiation 200, 
300, 400, 600, 800 and 1,000gy (A) and X radiation 400, 600 and 800gy after 
imazalil non-treatment (N) and treatment (T)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Vertical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n=30).

- ϒ선을 처리한 감귤에서는 처리한 ϒ선량에 따른 비중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장 시

간에 따라서도 비중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음 (그림 10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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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hanges of specific gravity in Satsuma mandarin fruit as irradiation of ϒ 
radiation 200, 300, 400, 600, 800 and 1,000gy (A) and X radiation 400, 600 and 

800gr after imazalil non-treatment (N) and treatment (T)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Vertical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n=10).

- X선을 처리한 감귤에서도 처리한 X선량에 따라 비중의 차이는 없었으나 저장 시간에 따라 비중

이 뚜렷하게 감소하였음 (그림 10 오른쪽)

13. ϒ선 및 X선 선량별 조사에 따른 저온저장 중 과실품질 변화

① 실험 목적

- 이온화 에너지를 처리한 감귤 생과실이 수출 운송 조건 하에서 품질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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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험방법

- 실험 ‘5. ϒ선 및 X선 선량별 조사에 따른 저온저장 중 과실물성변화’ 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귤 

생과실을 처리한 후 과실의 당도, 산도 및 감모량을 당산도 분석장치 (Horiba, JP/NH-2000, Japan)

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음

③ 실험 결과

- ϒ선을 처리한 감귤에서는 처리한 ϒ선량에 따른 당도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저장 

시간에 따라서도 변화가 거의 없었음 (그림 11 왼쪽)

- X선을 처리한 감귤에서는 처리한 X선량 뿐 아니라 저장 시간에 따라서 당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 (그림 11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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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Changes of content of Brix in Satsuma mandarin fruit as irradiation of ϒ 
radiation 200, 300, 400, 600, 800 and 1,000gy (A) and X radiation 400, 600 and 
800gy after imazalil non-treatment (N) and treatment (T)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Vertical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n=10).

- ϒ선을 처리한 감귤에서 처리한 ϒ선량에 따른 산도가 차이가 나타났으나 선량에 따른 일률적이 

변화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며 저장 시간에 따라서는 산도의 변화가 없었다고 판단됨 (그림 12 왼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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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hanges of acidity in Satsuma mandarin fruit as irradiation of ϒ radiation 200, 
300, 400, 600, 800 and 1,000gy (A) and X radiation 400, 600 and 800gy after imazalil 
non-treatment (N) and treatment (T)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Vertical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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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e the standard error(n=10).

- X선을 처리한 감귤에서는 당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처리한 X선량 뿐 아니라 저장 시간에 따라서 

산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음 (그림 12 오른쪽)

- ϒ선을 처리한 감귤에서 처리한 ϒ선량에 따른 감모량의 차이가 나타났으나 산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선량에 따른 일률적이 변화는 아니며 저장 시간에 따라서 감모량이 모든 선량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음 (그림 13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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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hanges of content of weight loss in Satsuma mandarin fruit as irradiation of 
ϒ radiation 200, 300, 400, 600, 800 and 1,000gy (A) and X radiation 400, 600 and 
800gy after imazalil nontreatment (N) and treatment (T)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Vertical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n=10).

- X선을 처리한 감귤에서 처리한 X선량에 따라 감모량이 감소하였으나 저장 시간에 따라서는 

ϒ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감모량이 모든 선량에서 뚜렷하게 증가하였음 (그림 13 오른쪽)

- Imazalil을 처리한 감귤에서는 모든 실험에서 처리하지 않은 감귤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음 (그림 

9-13)

7. 결론

1. 감귤 궤양병균 현탁액에 대한 ã-선 및 X-선 D10 value 는 각각 55Gy와 62Gy 로 거의 

동일하였다. 

2. 감귤 과실에서도 감귤 궤양병균에 대한 ã-선 및 X-선 D10 value가 각각 28Gy와 97Gy로 

X-선이 높았으나 다른 미생물에 비해 낮은 선량이었다.

3. 이온화 에너지 50Gy 이상 조사한 감귤궤양병균은 병원성을 잃어 감귤에 병을 발생 시키지 

못했다.

4. 수출 감귤과실을 대상으로 실증 실험한 결과 이온화 에너지 300Gy에서 감귤궤양병균이 

완전히 사멸되었다. 

5. 감귤궤양병에 감염되지 않은 감귤생과실에서 분리된 미생물을 임의로 선발한 결과 

감귤궤양병균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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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마선 또는 엑스선을 처리한 온주 밀감을 저온저장고(4℃)에 60일 동안 보관하는 동안  

과실의 경도, 당도 및 산함량 등 품질에 변화가 없었다. 

7. 따라서 감귤 수출 시 감귤궤양병균 검역을 위한 이온화 에너지 이용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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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과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제4협동, 경북대학교)

   1.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방사선 조사 시험 

     가.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i)의 대량 채집 및 사육

- 살충제 처리가 되지 않은 친환경 사과원(예천, 안동, 청송, 거창 등)에서 복숭아심식

나방의 피해과를 채집함 

- 2011-2014년에 걸쳐 7월- 9월까지 년 3회에 걸쳐 약 100 kg 씩 복숭아심식나방 피

해과실 채집

-  친환경 사과원에서 채집한 피해과실에는 복숭아심식나방이 90%이상이고 복숭아순

나방은 약 10% 미만으로 채집이 됨

- 채집된 복숭아심식나방을 사과 및 인공먹이를 이용하여 계대사육을 실시함

 

(그림 1) 복숭아심식나방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조사 시험

           

나. 복숭아심식나방의 방사선 조사실험 평가

◦ 복숭아심식나방 피해사과 약 2,000개 사용

   - 감마선 조사시험은 정읍 원자력연구소, X-선 및 전자빔 조사시험은 대전 

EB-TECH 에서 시행 

- Cardborad box(40x46x19cm)에 14kg씩 담은 후 조사 시행

- 조사량: 

   감마선 : 6 groups (0, 100, 150, 200, 250, 300Gy)

   X-선, 전자빔 : 6 groups (0, 100, 200, 300, 400, 500Gy)

◦ 노숙유충의 측정 

  과실에서 노숙유충이 탈출하기 전에 이온화에너지를 처리하고 노숙유충의 탈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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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율 및 우화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매일 개체수를 즉청함

◦ 방사선 조사의 영향 측정: 살충율(탈출율), 용화율, 우화율

- 살충율(%) : 노숙유충이 과실에서 탈출할 시기에 전체 개체수에서 죽은 개체수

의 비율: 

[(과실내부 사충수+탈출한 사충수)/전체 개체수]x100

- 용화율(%) : 전체 개체수에서 번데기가 된 개체수의 비율

        (용화한 개체수/전체개체수)x100

- 우화율(%) : 전체 개체수에서 성충으로 우화한 개체수의 비율

       (우화한 개체수/전체 개체수)x100  

 

  다. 방사선 조사시험 결과   

◦ 노숙 유충의 살충율은 감마선 300 Gy에서 5.2%, X-선 500 Gy에서 1.8%, 전자빔 500 

Gy에서 24.7%였으며 완전살충은 되지 않았음

◦ 용화억제율은 감마선 300 Gy에서 100%, X-선 500 Gy에서 0.3%, 전자빔 500 Gy에서 

18.1%임

◦ 우화억제율은 감마선 >150 Gy에서 100%, X-선 200 Gy에서 100%, 전자빔 400 Gy에

서 100%임

◦ 복숭아심식나방 우화억제를 위해서 감마선 150 Gy, X-선 200 Gy, 전자빔 400 Gy 

처리가 적절함

  
(표 1) 감마선 처리에 의한 복숭아심식나방의 영향

         

처리상태
감마선 처리량 (Gy)

0 100 150 200 250 300

과실 탈출 유충수 

및 비율(%)

1093

(100)

938

(85.8)

605 

(55.4)

306

(27.9)

144

(13.2)

57

(5.2)

용화 개체수 및 

배율(%)

1050

(96.0)

533

(48.8)

234

(21.4)

84

(7.7)

12

(1.1)

0

(0)

우화 개체수 및 

비율(%)

434

(39.7)

59

(5.4)

0

(0)

0

(0)

0

(0)
-

(표 2) X-선 처리에 의한 복숭아심식나방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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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상태
X-선 처리량 (Gy)

0 100 200 300 400 500

과실 탈출 유충수 

및 비율(%)

954

(100)

829

(86.9)

451 

(47.3)

157

(16.5)

59

(6.2)

17

(1.8)

용화 개체수 및 

배율(%)

867

(90.9)

673

(70.5)

206

(21.6)

101

(10.6)

15

(1.6)

3

(0.3)

우화 개체수 및 

비율(%)

466

(48.8)

101

(10.6)

0

(0)

0

(0)

0

(0)

0

(0)

(표 3) 전자빔 처리에 의한 복숭아심식나방의 영향

처리상태
전자빔 처리량 (Gy)

0 100 200 300 400 500

과실 탈출 유충수 

및 비율(%)

873

(100)

821

(94.0)

696 

(79.7)

426

(48.8)

389

(44.5)

216

(24.7)

용화 개체수 및 

배율(%)

829

(94.9)

764

(87.5)

512

(58.6)

241

(42.9)

258

(29.5)

158

(18.1)

우화 개체수 및 

비율(%)

651

(74.6)

311

(35.6)

63

(7.2)

21

(2.4)

0

(0)

0

(0)

               

   라. 결과 요약

유충살충율 LD99 (Gy) : 감마선 301.9, X선 453.0, 전자선 997.0

용화억제율 LD99 (Gy) : 감마선 258.0, X선 410.5, 전자선 774.2

우화억제율 LD99 (Gy) : 감마선 191.2, X선 311.6, 전자선 375.9

   마. 개요

◦ 노숙 유충의 살충율은 감마선 300 Gy에서 5.2%, X-선 500 Gy에서 1.8%, 전자빔 500 

Gy에서 24.7%였으며 완전살충은 되지 않았음

◦ 용화억제율은 감마선 300 Gy에서 100%, X-선 500 Gy에서 0.3%, 전자빔 500 Gy에서 

18.1%임

◦ 우화억제율은 감마선 >150 Gy에서 100%, X-선 200 Gy에서 100%, 전자빔 400 Gy에서 

100%임

◦ 복숭아심식나방 우화억제를 위해서 감마선 150 Gy, X-선 200 Gy, 전자빔 400 Gy 처

리가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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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벚나무응애에 대한 방사선 조사 시험        

가. 벚나무응애(Amphitetranychus viennensis) 대량사육

  ◦ 경북대 캠퍼스의 벚나무에 서식하고 있는 벚나무응애를 채집하여 온실내 pot에 식재한 

배나무에 사육함

  ◦ 대량 사육된 벚나무응애의 발달상태 및 증식율을 측정함 

나. 벚나무응애에 대한 방사선 처리효과 분석

◦ 벚나무응애의 암컷 성충(n=100)이 오염된 사과 또는 벚나무 잎을 이용하여 이온화 에

너지를 처리함 

◦ 감마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전자빔과 X-선은 (주)서울방사선

서비스에서 실시함

◦ 조사선량은 감마선(200~1,000 Gy), 전자빔(400~3,000 Gy), X-선(200~1,000 Gy)범위에서 

실시함  

◦ 전자빔과 X-선은 10MeV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10MeV 전자빔 교정 

팬텀을 이용하여 조사선량을 측정함

◦ 살비율, 산란억제율, 부화억제율을 처리후 7일차까지 측정하고 LD99값을 산출함

 (그림 2) 벚나무응애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조사 시험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 및 알 방사선 조사를 위한 사육상자

방사선 조사를 위한 벚나무응애 채집 전자선 및 X-선 조사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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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방사선 조사 결과 

   (1) 감마선, X-선, 전자빔 처리에 의한 벚나무응애의 살비율, 산란억제율 비교

  ◦ 벚나무응애 성충의 살비율은 감마선, X-선, 전자빔의 경우 1 kGy이상에서도 100% 죽

지 않으며 전자빔의 경우 2 kGy에서 100% 사멸함 

  ◦ 조사된 성충의 산란억제율은 1 kGy에서도 70-80%였으나 부화억제율은 최소 처리구 (2

00-400 Gy)에서 100%임

  ◦ 벚나무응애의 알에 직접 조사한 결과 부화억제율은 감마선은 >200 Gy, X-선과 점자빔

은 >600 Gy에서 100% 사멸함

  ◦ 벚나무응애의 차세대 발육저해를 위한 조사량은 감마선 >200 Gy, X-선과 전자빔은 >6

00 Gy에서 현장적용 가능

(표 4)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살비율 비교

      

조사량 (Gy) N
성충의 살비율 (%)

감마선 X-선 전자빔 

0 100 15.6 9.3 12.7

200 100 19.3 41.2 -

400 100 26.7 56.2 48.3

600 100 35.2 76.4 66.7

800 100 58.3 - 65.2

1,000 100 76.9 87.2 82.8

2,000 100 - - 100

3,000 100 - - 100

LD99 2712.9 1452.3 1898.0

(표 5)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살란 억제율 비교

      

조사량 (Gy) N
성충의 산란억제율 (%)

감마선 X-선 전자빔 

0 100 0.0 0.0 0.0

200 100 18.5 24.1 -

400 100 39.2 41.4 58.2

600 100 62.1 72.3 62.5

800 100 69.2

1,000 100 76.8 83.6 77.3

2,000 100 - - 94.7

3,000 100 - - 99.6

LD99 1774.3 1422.2 2744.7

  (표 6) 벚나무응애 알의 부화 억제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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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량 (Gy) N
알의 부화억제율 (%)

감마선 X-선 전자빔 

0 100 61.7 65.5 81.2

200 100 100 100 -

400 100 100 100 100

600 100 100 100 100

800 100 - - 100

1,000 100 100 100 100

2,000 100 - - 100

3,000 100 - - 100

LD99 >200 >200 >400

(표 7) 벚나무응애 알에 직접 조사한 경우 부화억제율

       

조사량 (Gy) N
부화억제율 (%)

감마선 X-선 전자빔 

0 100 3.5 5.1 2.7

200 100 100 98.1 -

400 100 100 99.7 94.2

600 100 100 100 100

800 100 - - 100

1,000 100 100 100 100

2,000 100 - - 100

3,000 100 - - 100

LD99 >200 >400 >600

 

  (2) 감마선, X-선, 전자빔 처리에 의한 벚나무응애의 효과 개요

◦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살충률에 대한 LD99은 감마선, X-선, 전자빔에서 각각 2712.9, 

1452.3, 1898.0 Gy

◦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산란억제율에 대한 LD99은 감마선, X-선, 전자빔에서 각각 177

4.3, 1422.2, 2744.7 Gy

◦ 조사된 성충에서 산란된 알의 100% 부화억제율은 감마선, X-선, 전자빔에서 각각 >200, 

>200, >400 Gy임

◦ 벚나무응애 알에 직접 조사 후 100% 부화억제율은 감마선, X-선, 전자빔에서 각각 >200, 

>400, >600 Gy임

3. 복숭아심식나방의 방사선 및 훈증 혼합처리의 영향을 분석

  ◦ 본 시험을 위하여 복숭아심식나방 피해과실을 논산 동부한농연구소에 제공함

4. 결과활용계획

  ◦ 사과의 주요 검역해충인 복숭아심식나방 및 벚나무응애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소독처리기

준 설정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수출입 농산물의 효과적인 방사선 소독기술개발 및 방사

선 이용 검역방법의 실용화 연구기반을 위한 토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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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사과 주요해충의 이온화 에너지 소독처리 기준 신청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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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

(제1쪽)

신청제목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처리 조건

신청자

성 명 이 경 열 생년월일

회 사 명 경북대학교
전자우편주

소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화번호 053-950-0000 팩스번호 053-950-0000

소독처리

기준

처리방법 이온화에너지 약제명
감마선, X-선,

전자빔

식 물 명 사과 해충명
복 숭 아 심 식 나 방

(Carposina sasaki)

처리기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일

이 경 열   신청인   이 경 열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효과입증 시험결과 자료

2. 적용 및 실용 가능성의 근거자료

3. 현장 적용 표준처리기준 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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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효과입증 시험결과 자료) 동 결과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논문 또는 

학회 발표자료 등을 첨부

1. 감마선 처리에 의한 복숭아심식나방의 영향

① 신청제목 복숭아심식나방(Carposina sasaki)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처리 조건

② 신청종류 이온화에너지 (감마선, X-선, 전자빔)

③ 개 요
유충살충율 LD99 (Gy) : 감마선 301.9, X선 453.0, 전자선 997.0
용화억제율 LD99 (Gy) : 감마선 258.0, X선 410.5, 전자선 774.2
우화억제율 LD99 (Gy) : 감마선 191.2, X선 311.6, 전자선 375.9

④ 시험방법

1. 복숭아심식나방의 노숙 유충(800-1,000마리/샘플)이 심식한 사
과 과실을 이용하여 이온화 에너지를 처리함 

2. 감마선은 방사선과학연구소 (정읍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자빔
과 X-선은 (주)서울방사선서비스에서 실시함

3. 조사선량은 감마선(0-300 Gy), 전자빔(0-500 Gy), X-선(0-500 
Gy)범위에서 실시함  

4. 전자빔과 X-선은 10MeV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하여 조사하였
으며 10MeV 전자빔 교정 팬텀을 이용하여 조사선량을 측정
함

5. 살충율, 용화억제율, 우화억제율을 측정하고 LD99값을 산출함

⑤ 시험결과

1. 노숙 유충의 살충율은 감마선 300 Gy에서 5.2%, X-선 500 

Gy에서 1.8%, 전자빔 500 Gy에서 24.7%였으며 완전살충은 

되지 않았음

2. 용화억제율은 감마선 300 Gy에서 100%, X-선 500 Gy에서 

0.3%, 전자빔 500 Gy에서 18.1%임

3. 우화억제율은 감마선 >150 Gy에서 100%, X-선 200 Gy에서 

100%, 전자빔 400 Gy에서 100%임

4. 복숭아심식나방 우화억제를 위해서 감마선 150 Gy, X-선 200 

Gy, 전자빔 400 Gy 처리가 적절함

⑥ 자료출처

Ryu, J., Ahn, J.Y., Lee, S.S., Lee, J.W., Lee, K.Y., 2015. 
Developmental inhibition of gamma irradiation on the Peach 
fruit moth, Carposina sasaki (Lepidoptera: Carposinidae). Rad. 
Phy. Chem. 106, 136-139.

⑧ 표준처리방법
복숭아심식나방과 유사하게 과실을 심식하는 코드링나방 (Cydia
pomonella)의 소독처리에 대한 외국 사례 참고자료 첨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2009

처리상태 감마선 처리량 (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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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

2. X-선 처리에 의한 복숭아심식나방의 영향

3. 전자빔 처리에 의한 복숭아심식나방의 영향

○ (적용 및 실용가능성의 근거자료) 외국의 기준 등 첨부

○ (현장 적용 표준 처리기준 자료) 국내외 처리 프로세스 자료 첨부

처리상태
X-선 처리량 (Gy)

0 100 200 300 400 500

과실 탈출 유충수 

및 비율(%)

954

(100)

829

(86.9)

451 

(47.3)

157

(16.5)

59

(6.2)

17

(1.8)

용화 개체수 및 

배율(%)

867

(90.9)

673

(70.5)

206

(21.6)

101

(10.6)

15

(1.6)

3

(0.3)

우화 개체수 및 

비율(%)

466

(48.8)

101

(10.6)

0

(0)

0

(0)

0

(0)

0

(0)

처리상태
전자빔 처리량 (Gy)

0 100 200 300 400 500

과실 탈출 유충수 

및 비율(%)

873

(100)

821

(94.0)

696 

(79.7)

426

(48.8)

389

(44.5)

216

(24.7)

용화 개체수 및 

배율(%)

829

(94.9)

764

(87.5)

512

(58.6)

241

(42.9)

258

(29.5)

158

(18.1)

우화 개체수 및 

비율(%)

651

(74.6)

311

(35.6)

63

(7.2)

21

(2.4)

0

(0)

0

(0)

0 100 150 200 250 300

과실 탈출 유충수 

및 비율(%)

1093

(100)

938

(85.8)

605 

(55.4)

306

(27.9)

144

(13.2)

57

(5.2)

용화 개체수 및 

배율(%)

1050

(96.0)

533

(48.8)

234

(21.4)

84

(7.7)

12

(1.1)

0

(0)

우화 개체수 및 

비율(%)

434

(39.7)

59

(5.4)

0

(0)

0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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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쪽)

신청제목 
벚나무응애(Amphitetranychus viennensis)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처리 

조건

신청자

성 명 이 경 열 생년월일

회 사 명 경북대학교
전자우편주

소

대구시 북구 

대학로 80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전화번호 053-950-0000 팩스번호 053-950-0000

소독처리

기준

처리방법 이온화에너지 약제명
감마선, X-선,

전자빔

식 물 명 사과 해충명

벚나무응애

(Amphitetranychus

viennensis)

처리기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5년     6월     일

이 경 열   신청인   이 경 열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효과입증 시험결과 자료

2. 적용 및 실용 가능성의 근거자료

3. 현장 적용 표준처리기준 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제2쪽)

① 신청제목 벚나무응애(Amphitetranychus viennensis)에 대한 이온화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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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지 처리 조건

② 신청종류 이온화에너지 (감마선, X-선, 전자빔)

③ 개 요

1.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살충률에 대한 LD99은 감마선, 

X-선, 전자빔에서 각각 2712.9, 1452.3, 1898.0 Gy

2.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산란억제율에 대한 LD99은 감마

선, X-선, 전자빔에서 각각 1774.3, 1422.2, 2744.7 Gy

3. 조사된 성충에서 산란된 알의 100% 부화억제율은 감마선, 

X-선, 전자빔에서 각각 >200, >200, >400 Gy임

3. 벚나무응애 알에 직접 조사 후 100% 부화억제율은 감마선, 

X-선, 전자빔에서 각각 >200, >400, >600 Gy임

④ 시험방법

1. 벚나무응애의 암컷 성충(n=100)이 오염된 사과 또는 벚나

무 잎을 이용하여 이온화 에너지를 처리함 

2. 감마선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전자

빔과 X-선은 (주)서울방사선서비스에서 실시함

3. 조사선량은 감마선(200~1,000 Gy), 전자빔(400~3,000 Gy), 

X-선(200~1,000 Gy)범위에서 실시함  

4. 전자빔과 X-선은 10MeV 전자빔 가속기를 이용하여 조사

하였으며 10MeV 전자빔 교정 팬텀을 이용하여 조사선량을 

측정함

5. 살비율, 산란억제율, 부화억제율을 처리후 7일차까지 측정

하고 LD99값을 산출함

⑤ 시험결과

1. 벚나무응애 성충의 살비율은 감마선, X-선, 전자빔의 경우 

1 kGy이상에서도 100% 죽지 않으며 전자빔의 경우 2 kGy

에서 100% 사멸함 

2. 조사된 성충의 산란억제율은 1 kGy에서도 70-80%였으나 

부화억제율은 최소 처리구 (200-400 Gy)에서 100%임

2. 벚나무응애의 알에 직접 조사한 결과 부화억제율은 감마선

은 >200 Gy, X-선과 점자빔은 >600 Gy에서 100% 사멸함

3. 벚나무응애의 차세대 발육저해를 위한 조사량은 감마선 

>200 Gy, X-선과 전자빔은 >600 Gy에서 현장적용 가능

⑥ 자료출처

⑧ 표준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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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입증 시험결과 자료

1.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살비율 

2.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산란억제율

3. 조사된 벚나무응애 암컷 성충의 산란된 알에서 부화억제율

4. 벚나무응애 알에 직접 조사후 부화억제율

조사량 (Gy) N
성충의 살비율 (%)

감마선 X-선 전자빔 

0 100 15.6 9.3 12.7

200 100 19.3 41.2 -

400 100 26.7 56.2 48.3

600 100 35.2 76.4 66.7

800 100 58.3 - 65.2

1,000 100 76.9 87.2 82.8

2,000 100 - - 100

3,000 100 - - 100

LD99 2712.9 1452.3 1898.0

조사량 (Gy) N
성충의 산란억제율 (%)

감마선 X-선 전자빔 

0 100 0.0 0.0 0.0

200 100 18.5 24.1 -

400 100 39.2 41.4 58.2

600 100 62.1 72.3 62.5

800 100 69.2

1,000 100 76.8 83.6 77.3

2,000 100 - - 94.7

3,000 100 - - 99.6

LD99 1774.3 1422.2 2744.7

조사량 (Gy) N
알의 부화억제율 (%)

감마선 X-선 전자빔 

0 100 61.7 65.5 81.2

200 100 100 100 -

400 100 100 100 100

600 100 100 100 100

800 100 - - 100

1,000 100 100 100 100

2,000 100 - - 100

3,000 100 - - 100

LD99 >200 >200 >400

조사량 (Gy) N 부화억제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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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 채소류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제5협동, 경상대학교)

제 1 절   대상 해충의 사육체계 확립 

 1. 왕담배나방

 왕담배나방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누대 사육된 유충을 분양받아 사육하였다. 인공먹이로

는 Bioserv 사의 일반 나비목 먹이를 구매하여, 유충에게 제공하였다. 성충은 사육케이지 (30 

× 35 × 35 ㎝)에 10% 설탕물을 먹이로 하여, 산란하게 하였다. 산란 장소로는 킴타올를 이용

하여 4면에 붙인 후, 산란하게 하였다.

이후, 산란한 알은 원형플라스틱 페트리디시에 먹이와 함께 넣어, 부화된 유충이 먹이로 사용

할 있게 하였다. 경상대학교 내 실내 사육실에서 온도 25.0±2.0℃, 습도 60.0±10.0%, 16:8(L:D)

의 광조건에서 실내사육하였다.

○ (적용 및 실용가능성의 근거자료) 외국의 기준 등 첨부

○ (현장 적용 표준 처리기준 자료) 국내외 처리 프로세스 자료 첨부

감마선 X-선 전자빔 

0 100 3.5 5.1 2.7

200 100 100 98.1 -

400 100 100 99.7 94.2

600 100 100 100 100

800 100 - - 100

1,000 100 100 100 100

2,000 100 - - 100

3,000 100 - - 100

LD99 >200 >4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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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1-1. 왕담배나방의 알 (왼쪽위), 유충 및 번데기 (왼쪽아래), 사육모습(오른쪽)

2. 점박이응애

점박이응애는 경상대학교 곤충화학생태학실험실에서 누대사육하고 응애를 강낭콩에 접종하여 

사육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 25.0±2.0℃, 습도 60.0±10.0%, 16:8(L:D)의 광조건에서 실내사육

하였다.

그림1-2. 점박이응애가 접종되어 있는 강낭콩

3. 벗초파리

벗초파리는 전남대학교에서 누대 사육되어 있던 유충을 분양받아 사육하였다. 먹이로는 Dalton 

et al. (2011)의 방법을 따라 cornmeal과 yeast를 이용하여 제조하여 유충에게 제공하였다. 성충

은 사육케이지 (30 × 35 × 35 ㎝)에 50% 설탕물을 먹이로 하여, 인공 먹이 위에 산란하게 하

였고, 부화된 유충이 먹이로 사용할 있게 하였다. 경상대학교 내 실내 사육실에서 온도 

25.0±2.0℃, 습도 60.0±10.0%, 16:8(L:D)의 광조건에서 실내 사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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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벗초파리 사육 (왼쪽부터 유충, 번데기, 성충)

4. 복숭아명나방 야외개체 확보 및 실내 사육

가. 피해밤으로 부터 성충 개체 확보

2013년 10월 함양 밤과수원에서 피해밤 90 Kg (30 Kg x 3포대)를 구매하여, 야외 월동 우화상

을 설치하였다 (그림1-5). 이후 6월부터 우화한 성충을 채집하여, 실내 사육내에 사육상자

(30x30x30 cm)에 넣고, 10% 설탕용액을 먹이로 제공하면서, 사과 쥬스를 묻힌 종이타월을 산란

처로 제공하여 산란을 유도하였다.

그림 1-4. 구매한 밤과 우화상.

나. 피해밤으로 부터 유충 개체 확보

2013년 11월 함양의 밤 저장 창고에서 저온 저장된 밤 60 Kg (30 Kg x 2포대)를 구매하여, 피

해밤 내의 복숭아명나방 유충을 확보하였다(그림1-4). 채집된 유충을 실내 사육실에 옮겨 용화 

및 우화시킨 후 우화된 성충으로부터 산란을 유도하였다. 산란 유도를 위해, 우화한 성충을 사

육상자(30x30x30 cm)에 넣고, 10% 설탕용액을 먹이로 제공하면서, 사과 쥬스를 묻힌 종이타월

을 산란처로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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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 저장창고에 보관중이던 

피해밤

피해밤에서 찾은 복숭아명나방 

유충의 용화

그림 1-5. 저온 보관된 밤으로 부터의 복숭아명나방 유충 확보

다. 야외 채집을 통한 성충 개체 확보

2013년 6월, 7월, 8월에 일곱 차례, 2014년에 두 차례 밤과수원 (경남 진주시 집현면, 경남 산

청군 덕산면)에서 유아등을 이용하여 복숭아명나방 성충 채집을 실시하였다(그림 1-6).

그림 1-6. 야간 야외채집.

라. 결과

피해밤으로부터 총 22 마리의 복숭아명나방 성충을 얻었으나, 실내 사육중 2-3일 내에 모두 사

망하여 실내 사육에 실패하였다. 

야외 채집을 통해 2013년 6월에는 수컷만 7마리, 7월에 9마리를 얻어 실내 사육 하였으나, 알

을 얻지 못하였다. 이후, 8월에 2회에 걸쳐 72마리를 얻어 채란을 시도하였으나, 전혀 산란하지 

않아, 대량 사육을 통한 실험충 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배에 피해를 가하는 가루깍지벌레로 

실험충을 대체하고자 하였다.

5. 가루깍지벌레 

가루깍지벌레는 2013년 9월 전남 배과수원에서 배를 가해하고 있는 가루깍지벌레를 채집하여 

실내에서 사육하였다. 가루깍지벌레는 감자에 접종하여 사육하였으며, 사육조건은 온도 

25.0±2.0℃, 습도 60.0±10.0%, 16:8(L:D)의 광조건에서 실내사육하였다. 2014년 4월 대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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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후, 급격히 개체수가 줄어들어, 현재 개체수를 늘리고자 하고 있다.

그림 1-7. 가루깍지벌레 사육 (왼쪽: 가루깍지벌레 사육 전경, 오른쪽: 감자에 접종되어 있는 

가루깍지벌레)

  해충별,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1. 왕담배나방의 발육단계별 이온화에너지 감수성 평가

가. 수행방법

(1) 담배나방의 발육단계에 따른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알은 산란처인 킴타올에 산란된 알 (산

란 후 1-2일)을 플라스틱 페트리디쉬에 먹이와 함께 넣고 이온화에너지를 처리하였다. 2령충 

및 5령충의 경우 개별 사육통에 유충 1마리와 먹이를 넣고 이온화에너지를 처리하였다. 번데기

는 용화 후 5-7일된 번데기를 개별사육통에 넣고 이온화에너지를 처리하였다. 성충은 우화후 

1-2일 된 성충을 개별사육통에 넣고 이온화에너지를 처리하였다.

알, 4-5령 유충, 번데기, 성충을 감마선 및 엑스선은 50, 100, 200, 300, 400 Gy로, 전자빔의 경

우 50, 100, 150, 220, 280, 350 Gy로 처리하였다. 

(2)이온화에너지 조사

감마선은 첨단원자력연구소 (정읍)에서 Coblat-60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전자빔과 엑스선은 EB테크 (대전)의 high energy 

linear accelerator (UEL V10-10S)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각 이온화에너지의 흡수선량은  알

라닌펠렛 선량계을 이용하여 Bruker EMS 104 EPR analyzer로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각 생장단계에 대한 이온화에너지의 선량 반응을 분산분석(ANOVA) 분석하였다. 발생의 다음단

계로의 진행 (부화율, 용화율, 우화율, F1 우화율)의 억제율은 Abbott의 방정식을 이용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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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율을 구하였으며 이 값을 이용하여 probit 분석하여 ED99값을 계산하였다.

나. 결과

(1) 왕담배나방의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 평가
알: 감마선 조사의 알에 대한 영향은 표 2-1-1에 정리하였다. 알 부화율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

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200 Gy이상의 선량에서는 번데기로의 유화가 관찰되지 않았고, 100 

Gy에서 우화된 성충은 모두 기형이었다. 알 부화 억제, 용화 억제 및 성충 우화 억제의 ED99값

은 각각 551, 323, 및 136 Gy이었다. 

표 2-1-1. 감마선 조사된 왕담배나방 알의 생물학적 반응

Dose (Gy) No. treated 
eggs1

No. hatched 
eggs1

Hatchabil i ty 
(%)

Larval period  
(days)

Pupation 
(%)

Pupal period 
(days)

0 874 593 67.8±4.4a2 18.73±1.84b 91.1±4.6a 13.60±1.00
50 852 446 52.2±7.2ab 22.55±3.76b 77.2±19.2ab 15.05±1.95
100 933 329 35.3±13.2bc 28.30±2.54a 40.2±30.7b 13.75±0.352

200 928 163 17.4±11.8cd - 0b1 -
300 905 23 2.5±3.2d - 0b1 -
400 914 0 0d - - -
ED50
(95% cl)

97
(92-102)

83
(79-87)

ED99
(95% cl)

551
(490-629)

325
(277-398)

표2-1-1. 계속. 

Emergence (%) Deformed adult
emergence   (%)

No. eggs/   
female/ day F1 hatchability(%)

95.6±2.3a 3.2±2.2 c 112.7±23.2a 63.4±5.2a
90.3±3.6a 16.3±5.1b 60.8±55.7a 3.2±3.7b
12.8±19.8b 100a3 - -
- - - -
- - - -
- - - -
75
(73-78)
136
(129-146)

1The pooled number of four separate experiments.
2Means (±SD)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or t-test.
3Not available.
cl: Confidence limit.
유충:: 유충에 대한 감마선의 영향은 아래 표 2-1-2-와 같다. 번데기로의 용화는 선량 의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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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였고, 200Gy 이상에서는 용화된 개체는 없었다. 100Gy로 조사한 유충에서 용화된 번

데기는 22.6%만이 성충으로 우화하였고, 모두 기형이였다. 용화 억제 및 성충 우화 억제 ED99 

값은 각기 8998 및 200 Gy였다.

표 2-1-2. 감마선 조사된 왕담배나방 유충의 생물학적 반응

Dose   
(Gy)

No.   
treated 
larvae1

No.   
pupae1

Pupation   
(%)

Pupal   
period 
(day)

Emergence  
 (%)

Deformed 
adult 
emergence 
(%)

No.   
eggs/femal
e/
day1

F1 
hatchability2 

(%)

0 120 116 96.7±3.9a3 12.28±0.93 91.4±6.0a 5.0±7.9b 121.8±19.6
a 67.1±3.4a

50 120 118 98.3±1.9a 13.10±0.90 84.5±15.3a 5.8±7.0b 40.8±21.6b 47.7±3.5b

100 120 79 65.8±4.2b 13.73±2.20 22.6±31.7b 100a - -

200 120 77 64.2±13.2b -4 0b - - -

300 120 56 46.7±12.5b - 0b - - -

400 120 51 42.5±13.1b - 0b - - -
ED50
(95% cl)

304
(276-341)

71
(67-75)

ED99
(95% cl)

8998
(5537-
17211)

200
(182-225)

1The pooled number of four separate experiments
2n=3
3Means (±SD)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or t-test.
4Not available
cl: Confidence limit.

번데기: 표 2-1-3에 감마선 조사된 왕담배나방 번데기의 생물학적 반응 결과를 정리하였다. 성

충 우화와 기형율은 선량 의존적이었다. 선충 우화 억제 ED99 값은 2789 Gy였다. 100 Gy의 조

사에서는 산란수와 F1알의 부화율이 대조구에 비해 낮았으며, F1알의 부화 억제ED99값은 65Gy

이었다.

표 2-1-3. 감마선 조사된 왕담배나방 번데기의 생물학적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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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Gy)

No.   
treated
pupae1

No.   
emerged
adults1

Emergence   
(%)

Deformed   
adult
emergence   (%)

No.   eggs/
female/day

F1 hatchability
(%)

0 120 113 94.2±5.0a2 6.0±5.9c 149.2±64.1a 63.6±11.4a
50 120 117 97.5±3.2a 9.6±8.5c 78.7±52.5a 39.6±0.14a
100 120 104 86.7±8.2a 39.0±21.6bc 5.9±5.5b 0b
200 120 68 56.7±20.7b 76.1±10.6ab -3 -
300 120 66 55.0±14.8b 90.0±13.1a - -
400 120 40 33.3±19.2b 91.2±17.6a - -
ED50
(95% cl)

306
(286–329)

52
(50.0-na3)

ED99
(95% cl)

2729
(2056–3933)

65
(50- na)

1The pooled number of four separate experiments.
2Means (±SD)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3Not available.
cl: Confidence limit.

성충: 성충의 수명은 감마선 조사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산란수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감소하였다. F1알의 부화는 200 Gy 처리시 0.1%만이 부화하였고, 300 Gy이상에서는 부화하지 

않았다. F1알의 부화 억제 ED99값은 230 Gy이었다.

표 2-1-4. 감마선 조사된 왕담배나방 성충의 생물학적 반응

Dose (Gy) Longevity (day) No. eggs/female/day F1 hatchability(%)

0 10.13±2.50a1 120.4±54.2a 61.6±6.2a
50 10.60±1.25a 99.3±15.0ab 36.2±7.9b
100 11.73±1.79a 85.1±18.4ab 15.38±4.5c
200 9.07±4.17a 115.5±35.3a 0.1±0.2d
300 11.87±1.63a 60.3±20.6ab 0d
400 12.27±3.00a 45.0±10.36b 0d
ED50
(95% cl)

60
(56-64)

ED99
(95% cl)

230
(202-270)

1Means±SD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cl: Confidence limit.

표 2-1-5. 감마선 400 Gy 조사된 왕담배나방 성충의 교차 교미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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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ring No. treated 
eggs1

No. hatched
eggs1 No. pupae No. adults

No. 
d e fo r med 
adults

No. 
eggs/female/
day

UF2 × TM3 725 8 7 4 1 94.8±32.1a6

TF4 × UM5 714 2 0 0 0 65.3±31.7a

TF × TM 727 0 0 0 0 105.2±102.1a

p-value 0.75
1The pooled number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2UF, untreated female; 3TM, radiation-treatedmale;4TF, radiation-treated female;5UM, untreated male
6Means±SD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2) 왕담배나방의 전자빔에 대한 감수성 평가

알: 전자빔을 조사한 왕담배나방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1-6과 같다.

목적선량 350 Gy로 조사한 알의 경우, 전혀 부화하지 않았고, 알의 부화 억제 ED99값은 461 Gy로 계산되

었다. 전자빔 조사는 유충 기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충기간이 증가하였

다. 또한 전자빔 조사는 용화율에도 영향을 미처, 목적선량 220 Gy이상에서는 전혀 용화되지 않았다. 

99%  용화억제 선량은 237 Gy로 계산되었다.  알의 전자빔 조사는 성충 우화율에 영향을 미쳤다. 150 

Gy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16.5%의 성충 우화율을 보였으나, 모두 기형으로 우화하였다. 성충 우화율의 

99% 억제값(ED99)는 198 Gy로 계산되었다. 

표 2-1-6. 전자빔 조사된 왕담배나방 알의 생물학적 반응

Does 
(Gy)

No. 
treated

No. 
hatched Hatchability Larval 

period Pupation Pupal 
period Emergence Deformed  

 emergence

0 975 613 62.9±8.1a 20.17±0.55
c 92.5±3.6a 13.87±0.38

ab 86.2±4.4ab 12.4±1.6bc

50 975 560 57.4±0.4a 19.93±0.21
c 95.4±4.0ab 13.33±0.15

ab 89.8±2.4ab 5.3±3.0b

100 975 337 34.5±2.4b 22.83±0.55
b 85.3±1.3b 14.13±0.61

a 77.3±2.9b 26.6±13.8b

150 975 290 29.7±8.7b 29.07±0.75
a 31.5±9.5c 13.0±0b 16.5±5.9c 100a

220 960 67 7.0±2.7c - 0d - - -

280 960 27 2.8±2.3c - 0d - - -

350 960 0 0c - - - - -

Statisti
cal   
value

- - F6,14=178.3
8 p<0.0001

F2,6=178.89
p<0.0001

F 
5,12=97.63,  
 p<0.0001

F 3,8=5.82, 
p=0.0208

F 
3,8=145.06, 
p<0.0001

F3,8=286.51, 
p<0.0001

ED50 - - 112
(106-118) - 134

(130-137) - 127
(124-131) -

ED99 - - 461
(416-518) - 237

(224-253) - 198
(188-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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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유충: 전자빔을 조사한 왕담배나방의 유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1-7과 같다.

감마선 조사는 유충의 용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용화율이 감소하여, 

99% 용화 억제율(ED99)값은 266 Gy로 계산되었다. 목적선량 150 Gy이상으로 조사된 유충은 모두 성충으

로 우화하지 못하였고. 99% 성충 우화억제율(ED99) 값은 189.6 Gy이였다. 

표 2-1-7. 전자빔 조사된 왕담배나방 유충의 생물학적 반응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번데기: 전자빔을 조사한 왕담배나방의 번데기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1-8과 같다. 전자빔 

조사는 성충 우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용화율이 감소하였으나 99% 성충 

우화 억제율(ED99)값은 1242 Gy로 계산되었다. 목적선량 350 Gy로 조사된 번데기의 20.6%가 성충으로 우

화되었으나, 우화된 성충중 93.2%는 기형이djT다. 번데기의 전자빔 조사는 산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였으나 F1 알의 부화율에는 영향을 미쳤다. 

표 2-1-8. 전자빔 조사된 왕담배나방 번데기의 생물학적 반응

Dose   
(Gy)

No.   
treated 
larvae

No.   pupae Pupation Period   of 
pupa Emergence Deformed   

emergence

0 170 166 97.6±2.1a 11.80±0.26b 86.8±3.4a 6.4±3.8
50 170 129 75.0±8.4b 12.80±0.20a 87.6±9.6a 8.9±1.0
100 167 72 43.2±4.4c 12.40±0.20a 76.5±3.1a 9.0±5.9
150 176 17 9.8±10.4d - 0b -
220 177 2 1.2±2.1d - 0b -
280 180 0 0d - - -
350 180 0 0d - - -
Statistical  
 value - - F6,14=111.03, 

p<0.0001
F2,6=15.20,
p=0.0045

F4,7=33.30,
p<0.0001

F2,6=0.38,
p=0.6982

ED50 - - 80
(76-84) - 115

(112-119) -

ED99 - - 266
(243-295) - 190

(178-206) -

Dose (Gy) No. treated No. adults
emerged

No. F1 eggs 
treated

No. F1 eggs 
hatched

0 160 133 1423 949
50 160 129 2759 1348
100 160 123 1315 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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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8. 계속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성충: 전자빔을 조사한 왕담배나방의 번데기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1-9과 같다. 전자빔 

조사는 성충의 산란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못하였지만, F1 알의 부화율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350 

Gy로 조사된 성충이 산란한 알은 전혀 부화하지 않았고, 280 Gy로 조사된 경우, 0.08%의 부화율을 보였

다. 99% F1 부화 억제율을 보이는 선량은 367 Gy로 계산되었다. 

표 2-1-9.  전자빔 조사된 왕담배나방 성충의 생물학적 반응

150 160 70 - -
220 160 66 - -
280 160 46 - -
350 160 33 - -

Dose (Gy) Pupal period Emergence Deformed   
emergence No. eggs/ day F1 egg 

hatchability

0 12.95±0.81 83.1±3.8a 11.4±6.5b 200.1±129.0 66.0±2.5a
50 13.13±0.60 80.6±5.2a 24.3±8.5b 154.5±49.4 48.6±4.2b
100 12.98±0.61 76.9±7.5a 31.8±4.9b 87.2±75.0 41.7±14.9b
150 12.70±0.73 43.8±7.8b 83.3±8.8a - -
220 13.03±0.56 41.3±7.5b 85.4±19.7a - -
280 12.68±0.84 28.8±6.6bc 98.2±3.6a - -
350 12.75±0.79 20.6±9.0c 93.2±13.6a - -
Statistical   
value

F6,21=0.24, 
p=0.9566

F6,21=56.56, 
p<0.0001

F6,21=20.83. 
p<0.0001

F2,9=2.73,
p=0.1184

F2,9=8.3617, 
p=0.0089

ED50 - 204
(195-214) - - 206

(135-946)

ED99 - 1242
(1064-1491) - -

37366
(3678-
274186457)

Dose (Gy) No. treated F1 
eggs

No. F1 eggs 
hatched No. eggs/ day F1 Hatchability

0 4664 3305 179.3±16.7 71.3c7±16.67a
50 4592 1563 175.9±59.6 35.32±13.49b
100 4060 1372 223.7±48.4 33.73±13.97bc
150 3563 321 155.1±60.4 8.99±0.6bc
220 2812 30 249.1±107.0 1.1±0.84b
280 3191 2 152.8±64.8 0.08±0.07c
350 3250 0 128.5±81.3 0c

- - F6,14=0.9864, F6,14=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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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3) 왕담배나방의 엑스선에 대한 감수성 평가

알: 엑스선을 조사한 왕담배나방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1-10과 같다.

목적선량 300 Gy로 조사한 알의 경우 0.1%만이 부화하였고, 400 Gy이상 조사한 경우 부화유충은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알의 부화 억제 선량 ED99값은 413.0 Gy로 계산되었다. 전자빔 조사는 유충 기간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쳐,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유충기간이 증가하였다. 또한 전자빔 조사는 용화율에도 영

향을 미처, 목적선량 200 Gy이상에서는 전혀 용화되지 않았다. 99% 용화억제 선량은 210.0 Gy로 계산

되었다. 알의 전자빔 조사는 성충 우화율에 영향을 미쳤다. 100 Gy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9.6%의 성충 

우화율을 보였으나, 모두 기형으로 우화하였다. 성충 우화율의 99% 억제값(ED99)는 154.0 Gy로 계산되었

다.

표 2-1-10. 엑스선 조사한 왕담배나방 알의 생물학적 반응

표 2-1-10. 계속

Statistical   value  p=0.4705  p<0.0001

ED50 - - - 63
(58-68)

ED99 - - - 367
(323-427)

Dose (Gy) No. treated No. hatched Hatchability Larval period

0 975 426 58.7±4.4a 20.3±0.26c
50 975 287 42.7±4.0a 24.1±0.21b
100 975 199 27.1±4.8b 29.8±0.21a
200 975 60 9.5±1.12c -
300 960 1 0.1±0.17d -
400 960 0 0d -
500 960 0 0d -

Statistical   value - - F6,14=1089.11, 
p<0.0001

F2,6=1304.96   
p<0.0001

ED50 - - 85
(80-91) -

ED99 - - 413 
(368-473) -

Dose (Gy) Pupation (±SD) Pupal period Emergence Deformed   
emergence

0 92.9±1.6a 13.9±0.4 73.1±5.2a 9.6±1.0a
50 91.1±0.8a 13.6±0.3 65.8±10.3a 66.4±19.0b
100 51.1±4.7b 14.4±1.0 9.6±1.6b 1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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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유충: 엑스선을 조사한 왕담배나방의 유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1-10과 같다.

감마선 조사는 유충의 용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용화율이 감소하였다.

200 Gy이상 조사된 유충의 용화는 관찰되지 않았고, 99% 용화 억제율(ED99) 값은 221 Gy로 계산되었다.

목적선량 100 Gy이상으로 조사된 유충은 모두 성충으로 우화하지 못하였고. 99% 성충 우화억제율(ED99)

값은 167 Gy이였다.

표 2-1-11 엑스선 조사한 유충의 생물학적 반응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번데기: 엑스선을 조사한 왕담배나방의 번데기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를 표 2-1-12에 나타내었다.

엑스선 조사는 성충 우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쳐, 조사 선량이 증가할수록 용화율이 감소하였으나,

Dose (Gy) No. treated No. pupation Pupation(%) Pupal period Emergence Deformed   
emergence

0 188 177 94.1±4.1a 13.1±0.9 90.8±3.6a 3.8±2.5
50 176 160 90.7±8.2a 14.1±1.4 81.6±5.9b 15.8±10.8
100 180 30 16.5±5.4b - 0c -
200 188 8 4.5±5.3b - 0c -
300 193 0 0b - - -
400 180 0 0b - - -
500 187 0 0b - - -

Statistical   
value - - F6,21=120.7, 

p<0.0001
t=1.16,
p=0.30

F3,10=232.7, 
p<0.0001

t=2.17
p=0.07

ED50 - - 74.2
(70.3-78.4) - 80.9

(77.8-83.4) -

ED99 - - 220.8
(201.4-246.6) - 166.5

(154.6-182.1) -

200 0c - - -
300 - - - -
400 - - - -
500 - - - -

Statistical   value F 3,8=713.78,   
p<0.0001

F 2,6=1.36, 
p=0.3253

F 2,6=210.19, 
p<0.0001

F2,6=157.17, 
P<0.0001

ED50
102 
(96-104) - 67

(63-70) -

ED99
210 
(192-235) - 154

(139-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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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성충 우화 억제율(ED99)값은 2306 Gy로 계산되었다. 목적선량 400 Gy 및 500 Gy로 조사된 번데기

는 36.7% 및 17.5%가 성충으로 우화되었으나, 우화된 성충은 모두 기형이였다. 번데기의 전자빔 조사는 

F1 알의 부화율에는 영향을 미쳤다. F1알의 99% 부화 억제 선량은 66 Gy로 계산되었다.

표 2-1-12. 엑스선 조사한 번데기의 생물학적 반응

표 2-1-12. 계속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성충: 엑스선을 조사한 왕담배나방의 번데기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1-13과 같다. 엑스선 

조사는 500 Gy로 조사한 경우, 성충의 산란수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F1 알의 부화율에는 유의하게 영

향을 미쳤다. 500 Gy로 조사된 성충이 산란한 알은 전혀 부화하지 않았고, 400 Gy로 조사된 경우, 0.14%

의 부화율을 보였다. 99% F1 부화 억제율을 보이는 선량은 194 Gy로 계산되었다.

표 2-1-13. 엑스선 조사한 왕담배나방 성충의 생물학적 반응

Dose (Gy) No. treated No. adults No. F1 eggs 
treated No. hatched

0 120 107 2073 1293
50 120 110 2301 1033
100 160 128 262 0
200 120 64 - -
300 120 56 - -
400 120 44 - -
500 120 21 - -

Doses (Gy) No. F1 eggs 
treated No. hatched eggs No. eggs/ day F1 hatchability

Dose (Gy) Emergence Deformed   
emergence Pupal period No. eggs laid  

 per day F1 hatchability

0 89.2±8.0a 7.6±44c 12.5±0.1 - 63.0±4.3a
50 91.7±5.2a 10.8±2.1c 12.3±0.1 - 39.5±14.3ab
100 79.2±6.3ab 67.4±1.3b 12.2±0.2 - 0b
200 53.3±11.8bc 96.7±5.8a 12.3±0.5 - -
300 46.7±8.0cd 96.7±5.8a 12.3±0.4 - -
400 36.7±12.3cd 100a 11.8±0.6 - -
500 17.5±5.0d 100a 12.2±0.4 - -

Statistical   
value

F6,14=27.35
p<0.001

F6,14=68.81
p<0.0001

F6,14=1.08 
p=0.4189 - F2,4=13.59

p=0.0165

ED50
279
(263-297) - - - 52

(50-na)

ED99
2306.4
(1854-3019) - - - 66

(50-na)



- 584 -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2. 점박이응애의 발육단계별 감마선 감수성 평가

가. 수행방법

(1) 실험충

알: 플라스틱 페트리디쉬(50x15 mm) 내의 물에 적신 솜 위의 잎디스크(직경 25mm) 위에 20마

리의 성충 점박이응애를 올려놓고 1일간 산란시켰다. 산란된 알이 1, 2, 3, 4일이 경과한 후 감

마선을 조사하였다. 각 알에서 부화된 유충의 수를 세어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 평가를 하였다.

성충: 위의 잎 디스크위에 20마리의 성충을 올려놓은 후 감마선 조사를 하였다. 매일 산란된 

알의 수와 알의 부화율를 매일 조사하여,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 평가를 하였다. 

(2) 감마선 조사

감마선은 첨단원자력연구소 (정읍)에서 Coblat-60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흡수선량은  알라닌펠렛 선량계을 이용하여 Bruker 

EMS 104 EPR analyzer로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각 알 부화율에 대한 선량 반응은 분산분석(ANOVA) 및 직선회귀와 공분산분석(ANCOVA)를 통

하여 분석하였다. 부화를 억제하는 부화 억제율은 Abbott의 방정식을 이용한 수정 부화억제율

을 구하였다. 

나. 결과

(1) 알에 대한 감마선 감수성

0 2639 1868 213.2-38.1a 70.7±4.4a
50 2758 1447 227.1±78.0a 53.3±12.0b
100 2980 349 148.6±31.9a 11.8±4.9c
200 3408 28 185.2±46.2a 0.7±0.9c
300 3581 1 117.4±35.9ab 0.03±0.05c
400 3295 4 126.5±53.1a 0.14±0.29c
500 2131 0 55.6±36.9b 0.0c

Statistical   value - - F 6 , 2 1 = 6 . 9 6 1 5 ,   
p=0.0004

F6,21=107.02,
p<0.0001

ED50 - - - 67.1
(64.1-70.0)

ED99 - - - 193.6
(176.2-216.7)



- 585 -

감마선에 대한 알의 부화율은 표 2-2-1과 같다. 부화율은 조사한 감마선량에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알의 연령에 따라 증가하였다. 1일된 알의 경우, 300 Gy이상에서 유충으

로 부화하지 않았고, 2일된 알은 400 Gy이상에 부화하지 않았다.  알의 부화 억제율 (ED99)의 

값은 1일된 알 249 Gy, 2일된 알 246 Gy, 3일된 알 313 Gy, 4일된 알 877 Gy로 계산되었다(표

2-2-2).

표 2-1-1. 감마선 조사된 알의 부화율

All data are Mean ± SE.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표2-2-2. 알의 부화 억제율에 대한 선형 회귀식

Egg stage Target dose   
(Gy) No. treated No. hatched %   

hatchability Statistics

1 d 0 384 326 79.4±8.8a F5,12 = 11.88
p=0.000350 403 20 5.8±4.3b

100 397 8 1.8±1.0b
200 373 1 0.2±0.2b
300 381 0 0b
400 359 0 0b

2 d 0 303 302 99.6±0.4a F5,12 =224.75
p<0.000150 289 24 6.4±4.4b

100 302 1 0.2±0.2c
200 263 0 0c
300 333 1 0.2±0.3c
400 284 0 0c

3 d 0 161 161 100a F5,12 =53.39
p<0.000150 162 78 48.3±2.7b

100 127 5 4.0±1.7c
200 148 5 3.5±1.8c
300 181 5 3.2±1.1c
400 197 2 1.1±1.1c

4 d 0 185 172 93.7±3.7a F5,12 = 22.49
p<0.000150 148 148 100a

100 189 168 89.0±2.9a
200 171 128 74.7±6.7a
300 186 93 50.3±6.1b
400 192 76 40.8±5.2b

Egg stage Slope ± SE Y-intercept ± SE R2 ED99 doses
(±95% CL)

1 d 54.42±11.80 0.16±0.05 0.36
286a 
(204-471)

2 d 55.23±11.92 0.15±0.05 0.34
284a 
(2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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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99 value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2) 성충에 대한 감마선 감수성

400 Gy 이하로 감마선 조사한 경우, 성충의 생존율과 산란수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2-21-3). 그러나, 감

마선 조사한 성충이 산란한 알의 산란수는 감마선 조사 선량에 따라 감소하였다. 알의 부화억제율(ED99)

의 값은 302 Gy로 계산되었다. 

표 2-2-3. 감마선 조사된 성충의 생존율 및 산란수와 그 알의 부화율

All data are Mean ± SE.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3. 벗초파리의 발육단계별 이온화에너지 감수성 평가

가. 수행방법

(1) 실험충

벗초파리의 발육단계에 따른 감수성을 평가하였다. 알은 인공사료에 산란된 알 (0-24시간)을 

이용하여, 이온화에너지를 처리하였다. 처리후, 매일 탈피각을 제거하며, 부화된 유충을 관찰하

였고, 유충의 발육 진행을 확인하였다. 이후 우화된 성충은 새로운 페트리디쉬에 넣고 산란수 

및 F1 알의 부화수를 확인하였다. 유충의 경우, 1-2령충을 인공사료와 함께 넣고, 감마선 처리

하였다. 이후 우화된 성충의 산란수 및 부화수를 확인하였다. 번데기는 1-3일된 번데기를 젖은 

종이가 깔린 플라스틱 페트리티쉬 넣고, 이온화에너지 처리하였다. 이후 우화된 성충의 산란수 

및 부화수를 확인하였다. 성충은 우화후 1-2일 된 성충을 개별사육통에 넣고, 이온화에너지 처

리하였다. 이후 성충의 산란수 및 부화수를 확인하였다. 각 발육단계별 조사 내용 아래 표

3 d 39.27±9.82 0.19±0.04 0.55
307a
(237–446)

4 d -8.73±3.99 0.16±0.18 0.84
656b
(477–1228)

Dose 
(Gy)

% survival 
(mean±SE) 

Eggs/female/day   

F1 eggs

No. treated No. hatched % hatchability

0 95.0±2.9 4.6±1.0 624 552 87.2±8.0a

50 97.5±2.5 5.0±0.9 748 405 54.4±6.1b

100 94.2±3.6 4.8±0.8 732 47 6.1±2.6c

200 91.7±4.4 4.7±0.5 674 5 0.7±0.5c

300 99.2±0.8 5.2±0.2 951 1 0.1±0.1c

400 95.0±5.0 4.4±0.4 756 0 0c

Statistics
F5,12=0.166
p=0.97

F5,12=0.173
p=0.97

F5,12=49.008, 
p<0.0001



- 587 -

2-3-1와 같다.

표 2-3-1. 감마선 조사한 벗초파리의 발육단계별 조사내용

(2) 이온화에너지 조사

감마선은 첨단원자력연구소 (정읍)에서 Coblat-60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전자빔과 엑스선은 EB테크 (대전)의 high energy 

linear accelerator (UEL V10-10S)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각 이온화에너지의 흡수선량은  알

라닌펠렛 선량계을 이용하여 Bruker EMS 104 EPR analyzer로 측정하였다. 

(3) 통계분석

각 생장단계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선량 반응은 분산분석(ANOVA) 분석하였다. 발생의 다음단계

로의 진행 (부화율, 용화율, 우화율, F1 우화율)의 억제율 값을 이용하여 선형회귀 분석 또는 

Logit 분석을 통하여 각 발생 단계로의 진행을 99% 억제하는 값 (ED99)을 계산하였다.

나. 결과

(1) 감마선에 대한 감수성 평가

알: 감마선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2과 같다. 감마선 조사는 

벗초파리알의 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목적선량 400 Gy로 조사한 알의 경우, 38%만이 부화하였

고, 알의 부화 억제 선량 ED99 값은 486 Gy로 계산되었다. 또한 감마선 조사는 용화율에도 영향을 미처, 

목적선량 400 Gy이상에서는 전혀 용화되지 않았다. 99%  용화억제 선량은 314 Gy로 계산되었다.  알의 

감마선 조사는 성충 우화율에 영향을 미쳤다. 50 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우화된 성충은 관찰

되지 않았다. 

표 2-3-2. 감마선 조산한 벗초파리 알의 생물학적 반응

　조사 내용
벗초파리 발육단계

알 1-2 령충 번데기 성충

부화율 O - - -

용화율 O O - -

우화율 O O O -

산란수 - - O O

F1 의 부화율 - - O O

Dose 
(Gy)

No. 
treated   
eggs

No. 
hatched   
larvae

No. 
pupae

No. 
adults

Hatchability
(%)

Pupation
(%)

Emergence
(%)

0 480 477 239 132 99.4±0.4ad 49.1±8.0a 53.7±8.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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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cent hatchability was calculated as no. of hatched larvae/ no. of eggs × 100. 
b Percent pupation was calculated as no. of pupae / no. of hatched larvae × 100.
c Percent emergence was calculated as no. of emerged adults/ no. of pupae × 100. 
d All data are Mean ± SEM.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e The dashes mean no data needed or available because of the small number of test insects. 
g Confidence limit.
h not available.

유충: 감마선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유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3과 같다. 감마선 조사

는 벗초파리 유충의 용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용화 부화 억제 선량 ED99값은 429 Gy로 계산되었

다. 감마선 조사는 성충 우화율에 영향을 미쳐,  50 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88.9%의 유충이 번

데기가 되었으나, 성충으로 우화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한 유충으로 부터는 어떤 성충도 관찰되지 않았

다. 성충 우화 억제 선량 ED99값은 47 Gy로 계산되었다. 

표2-3-3. 감마선 조사한 벗초파리 유충의 생물학적 반응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ED50 and ED99 values were calculated form linear regression. 

50 300 56 12 0 18.7±3.4b 20.6±4.7ab 0b
100 300 91 14 0 30.3±3.9b 17.2±4.4ab 0b
200 420 165 15 0 39.3±8.2b 9.5±6.3b 0b
300 240 42 7 0 17.5±6.0b 5.2±3.0b 0b

400 180 69 0 0 38.3±7.5b 0.0b -e

Statistical  
 value - - - - F5,26=56.91,

p<0.0001
F5,26=7.05,
p=0.0003

F4,18=45.45,
p<0.0001

ED99 - - - - 486 
(340–1055)

314
(246–452)

39 
(10–nah)

Dose (Gy) No. treated   
larvae No. pupae No. emerged  

 adults Pupation Emergence

0 180 163 131 90.6±8.6a 79.7±15.4a
50 180 160 0 88.9±9.8a 0b
100 180 63 0 35.0±11.6b 0b
200 180 92 0 51.11±5.1b 0b
300 180 54 0 30.0±2.9b 0b
Statistical   
value

F4,10=14.90, 
p=0.0003

F4,10=87.31, 
p<0.0001

ED99
429
(323-716)

47
(3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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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데기: 감마선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번데기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4과 같다. 감마선 

조사는 벗초파리 성충의 우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300 Gy로 조사된 번데기로부터 16.3%만이 성충

으로 우화하였다. 우화 부화 억제 선량 ED99값은 359.5 Gy로 계산되었다. 감마선 조사는 성충의 산란수에 

영향을 미쳐,  100 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산란된 알은 관찰되지 않았다. F1알의 부화율의 경

우, 50 Gy로 처리하였을 경우, 33.3%의 알이 부화하였으나, 대조구와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표 2-3-4. 감마선 조사한 벗초파리 번데기의 생물학적 반응

(2) 전자빔에 대한 감수성 평가

알: 전자빔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5과 같다. 전자빔 조사는 벗

초파리알의 부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목적선량 300 Gy로 조사한 알의 경우, 20.6%가 부화하여, 알

의 부화 억제 선량 ED99값은 602 Gy로 계산되었다. 또한 전자빔 조사는 용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처, 

목적선량 300 Gy이상에서는 9.9%만이 용화되었다. 99%  용화억제 선량은 751 Gy로 계산되었다.  알의 

감마선 조사는 성충 우화율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50 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우화된 성충은 

관찰되지 않았다. 

표 2-3-5. 전자빔 조산한 벗초파리 알의 생물학적 반응

Dose 
(Gy)

No. 
treated

No. 
emerged

No. laid 
eggs

No. F1 
eggs 
hatched

Emergence No. eggs/ 
day

F1 
hatchability

0 240 219 119 108 91.3±15.2a 1.29±1.30 90.1±17.2

50 240 224 2 2 93.3±11.6a 0.03±0.06 33.3±57.7

100 240 159 0 0 66.3±23.0ab 0 -

200 240 107 0 0 44.6±14.5b 0 -

300 240 39 0 0 16.3±14.7b 0 -

Statistical  
 value - F4,10=9.72, 

p=0.0024
F4,10=5.67, 
p=0.2265

t=1.63,   
p=0.178

ED99
361
(300-466)

Dose 
(Gy)

No. 
treated   
eggs

No. 
hatched   
larvas

No. 
pupae

No. 
adults Hatchabilitya Pupationb Emergencec

0 180 180 55 26 100ad 30.6±17.3 29.0±16.1a
50 180 27 19 0 23.9±7.0b 23.9±7.3 0b
100 180 57 8 0 31.7±1.7b 14.5±5.4 0b
200 180 49 8 0 27.2±4.0b 18.1±14.4 0b
300 180 34 3 0 20.6±7.b 9.9±3.5 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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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ercent hatchability was calculated as no. of hatched larvae/ no. of eggs × 100. 
b Percent pupation was calculated as no. of pupae / no. of hatched larvae × 100.
c Percent emergence was calculated as no. of emerged adults/ no. of pupae × 100. 
d All data are Mean ± SEM.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e Confidence limit.

유충: 전자빔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유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6과 같다. 전자빔 조

사는 성충 우화율에 영향을 미쳐,  50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20.3%의 번데기가 성충으로 우화

하였다. 성충 우화 억제 선량 ED99값은 103Gy로 계산되었다. 

표 2-3-6. 전자빔 조사한 벗초파리 유충의 생물학적 반응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No. of eggs were transformed to log 

(x+1). ED50 and ED99 values were calculated form linear regression. 

번데기: 전자빔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번데기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7과 같다. 전자빔 

조사는 벗초파리 성충의 우화에 유의한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으나, 성충의 산란수에 영향을 미쳐,  100 

Gy 이상의 선량으로 조사한 경우, 산란된 알은 관찰되지 않았고 50 Gy의 선량에서의 F1은 부화하지 않

았다.

표 2-3-7. 전자빔 조사한 벗초파리 번데기의 생물학적 반응

Statistical  
 value - - - - F4,10=61.53, 

p<0.0001
F4,10=0.49, 
p=0.7427

F4,10=3.6811, 
p<0.0431

ED99 - - - - 602
(542-682)

751
(605-1009)

31
(20-75)

Dose 
(Gy)

No. 
treated

No. 
emerged

No. laid 
eggs

No. F1 
hatched Emergence No. eggs/ day F1 hatchability

0 240 137 213 159 57.1±12.3a 0.75±0.04a 52.5±16.2

Dose (Gy) No. treated   
larvae No. pupae No. emerged  

 adults Pupation Emergence

0 180 87 68 48.3±2.6b 78.3±1.3a
50 180 89 18 49.4±0.6b 20.3±10.8b
100 180 134 0 74.3±7.7a 0c
200 180 112 0 62.2±8.9ab 0c
300 180 132 0 73.3±7.6a 0c
Statistical   
value

F4,10=3.6117, 
p=0.0453

F4,10=28.3990, 
p<0.0001

ED99 na 103
(9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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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Comparisons for each pair using Student's 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3) 엑스선에 대한 감수성 평가

알: 엑스선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8과 같다. 감마선 조사는 벗

초파리알의 부화율, 용화율, 우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목적선량 300 Gy로 조사한 알의 경우, 용

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성충 우화율에 있어 엑스선 처리된 알로 부터는 어떤 성충도 관찰되지 않았다.  

표 2-3-8. 엑스선 조사한 벗초파리 알의 생물학적 반응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유충: 엑스선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유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9과 같다. 감마선 조사

는 벗초파리 유충의 용화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충 우화율에는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

다.  50 Gy로 조사한 유충으로부터 4.4%의 성충이 우화하였으나, 100 Gy이상으로 조사하였을 경우, 성충

의 우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2-3-9. 엑스선 조사한 벗초파리 유충의 생물학적 반응

Dose (Gy) No. treated  
 larvae No. pupae No. emerged  

 adults Pupation Emergence

0 180 177 148 98.3±1.7 83.6-7.8a

50 180 180 16 99.4±1.0 4.4±4.2b

100 180 166 0 92.2±3.5 0b

Dose 
(Gy)

No. 
treated   
eggs

No. 
hatched  
 larvae

No. 
pupae

No. 
adults Hatchability Pupation Emergence

0 180 160 37 31 88.9±9.6a 21.8±1.3 79.6±11.3a
50 180 116 48 0 73.9±9.2ab 44.0±32.2 0b
100 180 96 27 0 53.3±4.4b 28.7±12.3 0b
200 180 124 27 0 67.2±10.6ab 22.0±3.5 0b
300 180 109 0 - 62.8±2.5b 0 -

Statistical  
 value

F4,10=5.2639
p=0.0152

F4,10=2.3858,
p=0.1207

F3,8=81.1514, 
p<0.001

50 240 91 3 0 37.9±16.7a 0.22±0.22b 0

100 240 69 0 - 28.8±11.6a 0b -

200 240 142 0 - 59.2±25.8a 0b -

300 240 21 0 - 8.8±3.8a 0b -
Statistical  
 value - - - - F4,10=1.84, 

p=0.1978
F4,10=9.82, 
p=0.0017 na

831
(715-1001)

10
(0.01-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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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번데기: 엑스선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번데기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10과 같다. 엑스선 

조사는 벗초파리 성충의 우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100 Gy 이상 조사된 번데기에서 우화한 성충은 

전혀 산란 하지 않았고, 산란된 알 부화율의 경우, 50 Gy로 처리하였을 때 6.3%의 알이 부화하여, 대조구

와 비교하여 통계적 유의차를 보였다.

표 2-3-10. 엑스선 조사한 벗초파리 번데기의 생물학적 반응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Comparisons for each pair using Student's 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성충: 엑스선을 조사한 벗초파리의 성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아래 표 2-3-11과 같다. 엑스선 조

사는 성충의 산란수와 F1 알 부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다. 조사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란수 및 

F1 알 부화율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표 2-3-11. 엑스선 조사한 벗초파리 성충의 생물학적 반응

All data are Mean ± SD. Means followed by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200 180 162 0 90.0±7.3 0b

300 180 173 0 96.1±4.2 0b
Statistical   
value

F4,10=2.9386, 
p=0.076

F4,10=143.3830, 
p<0.0001

Dose 
(Gy)

No. 
treated

No. 
emerged

No. laid 
eggs

No. F1 
hatched Emergence No. eggs/ day F1 hatchability

0 240 159 224 181 66.3±32.0 0.9ab 80.8*

50 240 98 65 4 40.8±30.7 1.67±1.42a 6.3±4.8

100 240 140 0 - 58.3±18.2 0b -

200 240 72 0 - 30.0±15.7 0b -

300 240 63 0 - 26.3±7.8 0b -
Statistical  
 value - - - - F4,10=1.69, 

p=0.23
F4,5=5.74, 
p=0.04

t=-15.01,   
p=0.04

Dose (Gy) No. treated  
 adults No. eggs No. hatched 

F1 eggs No. eggs/ day F1 hatchability

0 240 1283 1042 1.72±1.29a 86.5±11.4a

50 240 440 134 0.62±0.16ab 30.5±7.8b

100 240 143 43 0.22±0.10b 23.9±24.2b

200 240 79 25 0.25±0.13b 33.7±10.1b

300 240 73 14 0.21±0.06b 25.8±32.1b
Statistical   
value - - - F4,10=6.0163, 

p=0.0099
F4,10=7.1858, 
p=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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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by Tukey’s test. % values were transformed to arsine. 

  해충별 실증 평가

1. 왕담배나방

가. 수행 방법

(1) 실험충: 왕담배나방

왕담배나방의 유충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처리효과를 확인하였다. 4-5령 유충 10-12마리를 반으

로 자른 파프리카에 넣은 후, 파프리카를 랩으로 감싼 후, 20-22개의 파프리카를 수출용 파프

리카 박스에 넣어, 이온화에너지를 처리하였다. 처리 후 유층이 성충으로 우화하는지 확인하였

다. 

 (2) 이온화에너지 조사

감마선은 첨단원자력연구소(전북 정읍)에서 코발트60 irradiator로 처리하였고, 전자빔과 엑스

선은 서울방사선 (충북 음성)에서 high energy linear accelerator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이

온화에너지의 선량은 300 Gy였다. 

그림 3-1. 왕담배나방의 실증 평가를 위한 준비과정

(왕담배나방를 접종한 파프리카 (왼쪽, 가운데), 왕담배나방이 접종된 파프리카 포장 상자(오른쪽))

(3) Methyl bromide 훈증 처리

위의 이온화에너지 조사 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한 왕담배나방과 파프리카를 1 m3 컨테이너에 

넣고, methyl bromide 48 g/m3의 농도로 15도에서 2시간 처리하였다. 

(4) 통계처리 

각 이온화에너지 처리 및 methyl bromide 처리의 반응은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다.

나. 결과

감마선과 전자빔 처리한 경우, 각각 99.05%와 99.93% 의 유충이 성충으로 우화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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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엑스선의 경우 모든 유충이 성충으로 우화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이온화에너지 처리는 

methyl bromide와 동일한 효과를 보였다 (표 3-1-1).

표 3-1-1. 이온화에너지 처리에 의한 성충 우화 저지율과 methyl bromide에 의한 살충율

1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2. 점박이응애

가. 수행방법

(1) 실험충: 점박이응애

플라스틱 페트리 디쉬 안에 잎 디스크를 넣고 그 위에 20마리의 성충 (1000 마리)을 올려 놓았

다. 점박이응애가 들어있는 페트리 디쉬를 수출용 배 박스 밑에 넣은 후, 그 위에 배를 넣고, 

감마선 조사를 하였다. 조사 후, 이틀간  산란된 알의 수와 알의 부화율를 매일 조사하여, 감마

선에 대한 감수성 평가를 하였다. 

 

(2) 감마선 조사

감마선은 첨단원자력연구소 (전북 정읍)에서 Coblat-60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Treatment Total no. 
treated larvae

Total no. 
pupae (%)

Total no. 
emerged 
adults (%)

Mortality
(Mean±SEM)

Gamma ray 1131 15 (1.33) 11 (0.97) 99.05±0.83a1
X-ray ray 1041 8 (0.77) 0 (0.00) 100a
Electron 
beam 1060 1 (0.09) 1 (0.09) 99.93±0.08a
Methyl 
Bromide 
fumigation

600 1 (0.17) 1 (0.17) 99.83±0.17a

그림 3-2. 점박이응애의 실증 평가를 위한 준비과정

(콩잎에 접종된 점박이응애 (왼쪽), 접종된 점박이응애가 들어있는 배 상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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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400 및 450 Gy로 조사하였다. 흡수선량은  알라닌펠렛 선

량계을 이용하여 Bruker EMS 104 EPR analyzer로 측정하였다. 

나. 결과

감마선 400 및 450 Gy로 조사하였을 경우, 모두 산란하였다. 그러나, 산란된 알은 전혀 부화

하지 않았다.

표 3-2-1. 감마선 처리에 의한 성충의 산란수 및 F1 부화율

3. 벗초파리

가. 수행방법

(1) 실험충: 벗초파리

1-2일 된 번데기 암수 각각 500 마리를 거름종이 안에 20 마리씩 넣은 후, 벗초파리가 든 거

름종이를 포도 송이에 끼워 넣었다. 이 포도 송이는 다시 수출용 박스에 담은 후, 이온화에너

지 처리를 하였다. 이온화에너지 처리후 번데기에서 우화된 성충은 교차 교미를 통하여 산란 

여부 및 부화 여부를 확인하였다. 교차교미에는 처리 암컷 x 무처리 수컷, 무처리 암컷 x 처리 

수컷, 처리 암컷 x 처리 수컷의 3처리를 하였다. 교차교미에서 산란이 확인되었을 경우, 산란된 

F1알은 성충까지의 우화상태를 확인하였고, 이후 정상 수컷 및 암컷과 교차교미시켜 F1세대의 

불임여부를 확인하였다. 

벗초파리 번데기를 싼 거름종이

 

벗초파리 번데기를 접종한 포도상자 

(2) 이온화에너지 조사

감마선은 첨단원자력연구소에서 코발트60 irradiator로 처리하였고, 전자빔과 엑스선은 서울방

사선 (음성)에서 high energy linear accelerator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이온화에너지의 선

Dose (Gy) No. eggs No. hatched larvae

400 8248 0

450 63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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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300 Gy였다. 

나. 결과

(1) 감마선 실증실험

감마선 300 Gy를 벗초파리 번데기에 조사하였더니 46.5%가 성충으로 우화했으며, 그중 

69.7%가 기형이었다. 정상 상태의 성충을 교차 교미시킨 후 산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처

리에서 산란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3-1). 

(2) 엑스선

엑스선 300 Gy를 벗초파리 번데기에 조사하였더니 74.7%가 성충으로 우화했으며 그중 21.8%

가 기형이었다. 정상 상태의 성충을 교차 교미시킨 후 산란수를 확인해 본 결과, 모든 처리에

서 산란은 확인되지 않았다 (표 3-3-1). 

(3) 전자빔

전자빔 300 Gy를 벗초파리 번데기에 조사하였더니 76.9%가 성충으로 우화했으며 그 중 

13.5%가 기형이었다. 교차 교미를 통하여 불임여부를 확인해본 결과 처리 수컷 x 처리암컷, 처

리암컷 x 무처리 수컷은 산란을 확인되지 않았으나, 처리수컷 x 무처리 암컷의 경우, 108개의 

알을 낳았다. 이에 F1세대의 불임여부를 확인하였다.  

표 3-3-1. 각 이온화에너지 300 Gy 처리 후 벗초파리 번데기의 성충우화율 및 교차 교미후 

산란 수

(4) 전자빔 처리 F1의 불임여부

전자빔 처리한 수컷과 무처리 암컷간의 교차 교미를 통해 얻은 F1 세대의 발달 및 불임여부

는 표 3-3-2에 나타내었다. F1 세대의 알은 92.5%가 부화하여, 그중 73.7%가 용화되었다. 이후 

성충은 57마리를 얻었다. UF x TM 처리에서 얻은 TM (F1), TF (F1)은 각각 무처리의 암수와 

교차교미 시킨 결과, 산란은 확인되지 않아 F1세대의 불임을 확인하였다. 

표3-3-2. 전자빔 처리 수컷 (TM)과 무처리 암컷 (UF)에서 얻은 F1세대의 발달 및 교차 교미후 산란수

Type of ionizing 
radiation

% of adult 
emergence

% of deformed 
adults

No. of eggs laid

TF x TM TF x UM UF x TM

gamma radiation 46.5 69.7 0 0 0
X-ray 74.7 21.8 0 0 0
electron beam 76.9 13.5 0 0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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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 eggs 
obtained 
from TM x 
UF

No. hatched 
(%) No. pupae No. adults

No. F2 eggs

F1 TF x UM F1 TM x UF

108 99 (92.5) 73 (73.7) 57 (78.1) 0 0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도결정 및 현장적용시험

1. 실험충의 제공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를 위해 동부팜한농에 2013-2014년에 왕담배나방의 알, 2령 유

충, 5령 유충, 번데기, 성충 각각 300 마리씩 제공하였고, 점박이응애의 경우, 동부팜한농에서 

직접 사육한 실험충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벗초파리의 경우, 2014-2015년에 알, 유충, 번데기

를 각각 500 마리씩 제공하였다.

8.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사과 부패병과 단감 검역관련 해충 제어 기술개발 및 

현장평가 (제6협동과제, 안동대학교) 

1. 경북 북부지방 사과 저장부패관련 병원균 조사 

 가. 경북 북부지방 사과 저장부패 관련 병원균 조사

 (1) 조사 지역 : 경북 북부지방

    - 안동 APC (Agricultural Products Processing Center) : 0 ± 1℃

    - 안동시 북후면 : -12 ~ 5℃

    - 영주시 풍기읍 : -4 ± 2℃

 (2) 조사 기간 : 1월 초부터 4월 중순 까지, 15일 마다 조사하였음.

 (3) 조사 대상 

    - 병: 겹무늬썩음병,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푸른곰팡이병, 갈색무늬병

    - 생리 장해: 충해, 껍질덴병, 고두병, 시들음병, 상처

 (4) Specific storage conditions: 1-methylcyclopropenen (1-MCP) & Sorting

    - Sorting after 1-MCP treatment: S-MCP

    - Not sorting after 1-MCP treatment: NS-MCP

    - Sorting after no treatment: S-NMCP

    - Not sorting no treatment: NS-NMCP

    - Not sorting no treatment (Bukhu & Pung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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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ethylcyclopropenen  처리 방법>

 

 (5) 사과 저장부패 병 조사

   - 안동 APC에서 1-MCP 처리한 사과에서는 대체적으로 병 발생이 적게 나타났다.

   - 근래 2년 전부터 과실에 많이 발생되고 있는 갈색무늬병의 피해도 대부분의 저장사과

에서 나타났다. 

   - 병든 과실을 선별 한 처리구와 선별 하지 않은 처리구를 구분하였지만 1-MCP 처리한 

곳에서는 일반 농가에서의 저장사과 보다 부패병의 발생이 적게 나타났다. 

 

   

 (6) 저장사과에 발생하는 생리적 장해 조사

   - 저장 온도 조건이 잘 맞지 않거나 습도 조절이 잘 되지 않은 곳은 생리적 장해가 많이 

 <저장 사과에 발생되는 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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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다.

   - 저장 기간이 길어지면 선별작업과 1-MCP 처리를 하여도 생리장해가 발생하였다.

   - 경북 안동시 북후면의 개인 농가에서 저장중 발생하는 생리장해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

며, 병든 과실을 선별한 후 1-MCP를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생리장해가 3%미만으로 거

의 나타나지 않았다.

<저장 사과에 발생되는 생리적 장해>

   ▶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였을 시, 모든 처리구의 부패병 발병 양상은 비슷하게 관찰 

되었으며, 병든 과실을 선별한 후 1-MCP를 처리한 처리구에서 저장사과의 부패병 발

생이 적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2. 사과 저장부패 관련 병원균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가. 사과 저장부패 관련 병원균의 방사선 감수성 평가 

 (1) 방사선 유효선량 평가

   - 사과부패병균의 포자현탁액을 이용하여 감마선에 대한 각 병원균의 감수성을 확인하였

다. 병원균의 포자 현탁액은 Hemacytometer를 이용하여 105 spores/ml로 희석하여 방

사선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를 마친 병원균 포자 현탁액을 PDA배지에 100 ul씩 도

말하여 포자의 발아유무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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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과탄저병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평가 

   - 사과탄저병 병원균의 포자 현탁액 (105 spores/ml)을 이용하여 방사선 유효선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방사선 선량은 시간당 0.6 kGy로 0.2, 0.3, 0.4, 0.5, 1, 2 kGy로 처리하였으

며 처리 후 PDA배지에 100 ul 도말하여 25℃에서 배양하였다. 결과 도출은 PDA에 자

란 병원균의 colony 수를 control과 비교하여 방제율를 나타내었다. 

   - D10 값은 0.223 kGy을 나타내었고 0.5 kGy에서 포자 발아 억제율이 99.8%로 병원균의 

포자 발아가 낮은 선량에서도 충분히 억제가 됨을 볼 수 있었다. 

   - 방사선 처리한 사과탄저병 현탁액을 hole slide glass를 이용하여 포자 발아력 검정을 

검정하였음. 25℃에 배양하면서 시간별로 포자 발아를 현미경 관찰하였다.

   - 0.5 kGy에서는 포자 cell이 깨지거나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었으며 0.5 kGy 이상의 선량

에서는 포자 발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발아하더라도 발아관의 길이가 짧았다.

<사과탄저병균 (C. gloeosporioides)에 대한 감마선 유효선량 및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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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선량에 따른 사과탄저병균 포자 모양과 발아관 관찰>

<사과탄저병균의 발아율 및 발아관 길이 측정>

 (3) 푸른곰팡이병 (Penicillium expansum)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평가 

   - 푸른곰팡이병 병원균의 포자 현탁액 (105 spores/ml)을 이용하여 방사선 유효선량 평가

를 실시하였다. 방사선 선량은 시간당 0.6 kGy로 0.2, 0.3, 0.4, 0.5, 1, 2 kGy로 처리하

였으며 처리 후 PDA배지에 100 ul 도말하여 25℃에서 배양하였다. 결과 도출은 PDA에 

자란 병원균의 colony 수를 control과 비교하여 방제율를 나타내었다. 

   - 병원균의 포자 발아 억제율은 ≥0.5 kGy에서 99.1% 억제율이 나왔으며, D10 값은 0.359 

kGy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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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곰팡이병 (P. expansum) 대한 감마선 유효선량 및 억제효과>

   - 방사선 처리한 병원균의 포자를 현미경 관찰 한 결과 0.5 kGy에서 포자의 cell이 깨지

는 현상을 볼 수 있었지만 나머지 선량에서는 정상적인 포자 모양을 관찰 할 수 있었

다. 발아관 관찰은 하지 못하였다.

<방사선 선량에 따른 푸른곰팡이병균 포자 모양과 발아관 관찰>

 (4) 잿빛곰팡이병 (Botrytis cinerea)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평가 

   - 잿빛곰팡이병 병원균의 포자 현탁액 (105 spores/ml)을 이용하여 방사선 유효선량 평가

를 실시하였다. 방사선 선량은 시간당 0.6 kGy로 0.2, 0.3, 0.4, 0.5, 1, 2 kGy로 처리하

였으며 처리 후 PDA배지에 100 ul 도말하여 25℃에서 배양하였다. 결과 도출은 PDA에 

자란 병원균의 colony 수를 control과 비교하여 방제율를 나타내었다. 

   - 병원균의 포자 발아 억제율은 ≥0.5 kGy에서 96.7% 억제율이 나왔으며, D10 값은 0.768 

kGy로 나타났다.

<잿빛곰팡이병 (B. cinerea) 대한 감마선 유효선량 및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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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 평가 

   - 사과 잿빛무늬병균(M. fructigena)의 포자 형성유도를 위하여, 건전한 사과 과실의 껍질

을 깍은 뒤, 감마선(1 kGy) 처리를 통해 살균하였다. PDA와 V8 Juice 배지를 혼합한 

배양기(36g potato dextrose broth, 15g Agar, 200ml V8 juice, 2g CaCO3, 1L Water)의 

중앙부에 멸균된 사과 껍질을 치상하였다. 사과껍질의 옆에 PDA 배지에서 1주일간 배

양된 사과 잿빛무늬병균을 치상하여 20℃와 25℃에서 배양하며 포자형성 유무를 관찰

하였다. 

<사과 껍질을 치상한 배지위에 사과 잿빛무늬병균의 배양형태>

<사과 껍질에 형성된 사과잿빛무늬병의 포자 형태>

   - 사과 잿빛곰팡이 병원균의 포자 현탁액 (105 spores/ml)을 이용하여 방사선 유효선량 평

가를 실시하였다. 방사선 선량은 시간당 0.6 kGy로 0.2, 0.3, 0.4, 0.5, 1, 2 kGy로 처리

하였으며 처리 후 PDA배지에 100 ul 도말하여 25℃에서 배양하였다. 결과 도출은 PDA

에 자란 병원균의 colony 수를 control과 비교하여 방제율를 나타내었다. 

   - D10 값은 0.785 kGy을 나타내었고 0.5 kGy에서 포자 발아 억제율이 96.7%로 병원균의 

포자 발아가 낮은 선량에서도 충분히 억제가 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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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잿빛무늬병균(M. fructigena) 대한 감마선 유효선량 및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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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과 저장부패 관련 병원균의 식물추출물 및 친환경 훈증제에 대한 감수성 평가 및 병용

처리제 선발

 가. 사과 저장부패 관련 병원균의 식물추출물에 대한 감수성 평가

 (1) 식물추출물에 따른 사과 저장병원균에 대한 항균력 검정 및 선발

  - 이온화에너지 병용처리용 처리제 선발을 위해 약용식물 350여종에서 Methanol로 물질 

추출하여 사과 저장부패 관련 병원균에 대한 항균력을 가진 물질을 선발하였다.

  - 추출된 물질을 병원균 포자현탁액(105 spores/㎖)이 도말되어진 PDA에 10ul 떨어뜨린 후 

25 ℃에서 배양하며 관찰하였다.

  - 350여종의 식물추출물 중에서 정향 (Clove)과 육계(Cinnamon)을 병용처리용 선처리제로 

선발하였다. 두 식물추출 이외에도 효과를 보이는 추출물이 있었으나 사과탄저병과 푸

른곰팡이병 두 종의 병원균에 모두 항균력 효과를 보이는 물질을 선발하였다.

 (2) 사과탄저병 (C. gloeosporioides) 항균력 검정

   - 정향 (Clove), 육계 (Cinnamon) 추출물에서 뛰어난 항균력 효과를 보였다. 

<사과탄저병 병원균에 대한 식물추출물의 항균력 검정>

<식물추출물 항균력 검정 plate 사진. A; control, B; 정향, C; 육계>

 (3) 푸른곰팡이병 (P. expansum) 항균력 검정

  - 정향 (Clove), 육계 (Cinnamon) 추출물에서 뛰어난 항균력 효과를 보였다. 



- 606 -

<푸른곰팡이병 병원균에 대한 식물추출물의 항균력 검정>

<식물추출물 항균력 검정 plate 사진. A; control, B; 정향, C; 육계>

 나. 사과 저장부패 관련 병원균의 훈증제에 대한 감수성 평가 

 (1) 친환경 훈증제 처리농도별 평가

  - 친환경 훈증체 처리는 동부 한농에서 실시하는 Ethanedinitrile (EDN)과 Ethyl formate 

(EF) 두 가지의 훈증제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 병원균의 포자 현탁액 (102, 103, 104, 105 spores/ml)을 PDA에 도말한 후 밀폐 된 

desiccator에 plate를 넣은 후, EDN 1, 2, 4 g/m3을 EF 17.5, 35, 70 g/m3 의 농도로 5℃

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2) 사과탄저병 (C. gloeosporioides)의 훈증제에 대한 감수성 평가 

   - 훈증제 EDN과 EF 중 EDN에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저농도인 1 g/m3에서 

99.7%의 포자 발아 억제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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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N 처리를 통한 사과탄저병균의 포자발아 억제효과>

 

 (3) 푸른곰팡이병 (P. expansum)의 훈증제에 대한 감수성 평가 

  - 훈증제 EDN에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저농도인 1 g/m3에서 99.31%의 포자 발

아 억제율을 보였다.

<EDN 처리를 통한 푸른곰팡이병균의 포자발아 억제효과>

 (4) 잿빛곰팡이병 (B. cinerea)의 훈증제에 대한 감수성 평가 

  - 훈증제 EDN에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저농도인 1 g/m3에서 89.1%의 포자 발아 

억제율을 보였으며, 2 g/m3에서는 97.8%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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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N 처리를 통한 잿빛곰팡이병균의 포자발아 억제효과>

 

 (5) 잿빛무늬병 (M. fructigena)의 훈증제에 대한 감수성 평가 

  - 훈증제 EDN에서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저농도인 1 g/m3에서 84.1%의 포자 발아 

억제율을 보였으며, 2 g/m3에서는 97.8%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EDN 처리를 통한 잿빛무늬병균의 포자발아 억제효과>

   ▶ 처리 결과 사과 부패병원균 모두 EDN 저농도에서도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EF에서는 대상병원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 EDN 훈증제는 방사선처리 후 처리제로 이용할 경우, 사과 부패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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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마선, 훈증제 및 감마선과 훈증제의 병용처리를 통한 사과 저장 부패병 방제 

 가. 감마선 및 훈증제의 단용처리 혹은 병용처리를 통한 사과 저장 부패병 방제

 (1) 사과 과실에 대한 병원균 접종

   - 70% Ethanol과 1%NaOCl을 이용하여 과실 표면을 소독한 후, 살균수를 이용하여 과실 

표면의 소독약제를 세척한다.

   - 사과 표면에 수지침을 이용하여 약 1 mm의 상처를 낸 후, 각각의 저장병 병원균의 포

자현탁액(105 spore/ml)을 10 µl 씩을 떨어뜨린다.

   - 상온에서 건조시킨 후, 저장 박스(5 Kg or 15 kg) 단위로 담아 감마선 및 훈증제를 처

리한다. 

   

<사과 병원균 접종 방법>

<사과에 병원균을 접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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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과 부패병 억제효과 조사를 위한 훈증제 처리 방법

   - 사과 과실에 대한 훈증제 처리는 동부팜한농의 훈증제 연구소(충남 논산)에서 진행하

였다.

   - 먼저 사과 저장병균을 접종한 과실에 훈증제 처리를 위해 box 단위로 운반하여  

desiccator 안에 넣고 EDN(2 g, 4 g/㎥)을 2시간 동안 4℃에서 처리 하였다.

<사과 저장병 방제를 위한 훈증제 처리과정>

 (3) 감마선 및 훈증제의 단용 혹은 병용처리를 통한 사과부패병의 방제 효과조사 

  m 사과 과실에 상처를 내고 병원균의 포자 현탁액(103, 105 spores/ml)을 접종한 후, 감마

선, 훈증제, 감마선 훈증제 병용처리를 통해 사과 저장병의 방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m 15 kg box에 한 층당 15개씩 3단으로 1박스당 45개의 과실을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감마선, 훈증제, 감마선 및 훈증제 병용처리를 마친 사과는 25℃와 4℃에서 보관하며, 

부패병의 발병여부 및 병반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m 사과 부패병원균을 접종한 사과 과실에 감마선 0.4 kGy를 선처리 한후, 24시간 내에 

훈증제 4 g/m3를 처리하였다.

 (4) 감마선 및 훈증제 처리에 의한 사과 탄저병에 대한 방제 효과조사

   - 사과 과실에 탄저병균(C. gloeosporioides)을 접종한 후, 상온(25±2℃)에 보관하며 탄저

병의 병 발병 유무와 진전여부를 관찰하였다.

   - 사과 탄저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한 처리구에

서 72.8%의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 감마선과 EDN 2 g/m3 병용처리구, 감마선 및 EDN 단용 처리구에서는 사과탄저병에 

대한 방제가가 50%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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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탄저병(상온보관)에 대한 감마선·훈증제 병용처리 효과> 

   - 사과 과실에 탄저병균을 접종한 부위의 병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 처리구에서 병반의 크기가 가장 작게 관찰 되었다.

<사과 탄저병(상온) 병 진전여부 관찰>



- 612 -

<사과 탄저병(상온) 병 진전여부 관찰>

   - 사과 과실에 탄저병균(C. gloeosporioides)을 접종한 후, 저온(4℃)에 보관하며 탄저병의 

병 발병 유무와 진전여부를 관찰하였다.

   - 사과 탄저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 한 처리구

에서 72.8%의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 감마선과 EDN 2 g/m3 병용처리구, 감마선 및 EDN 단용 처리구에서는 사과탄저병에 

대한 방제가가 50%이하로 나타났다.

<사과탄저병(저온보관)에 대한 감마선·훈증제 병용처리 효과> 

   - 사과 과실에 탄저병균을 접종한 부위의 병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 처리구에서 병반의 크기가 가장 작게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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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탄저병(저온보관)에 대한 감마선·훈증제 병용처리 효과> 

<사과탄저병(저온보관)에 대한 감마선·훈증제 병용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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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및 훈증제 처리후 병반부 현미경 관찰>

   ▶ 감마선 및 훈증제 병용처리후 병반부위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하였다. 무처리구의 병

반부위에서는 병자각 및 분생포자층이 관찰 되었으며, 분생포자층의 수많은 분생포자

를 관찰 할 수 있었다. 훈증제와 감마선을 병용처리한 처리구에서의 포자수는 1.2 x 

102 spore/ml로 무처리구의 포자수2.7 x 108 spore/ml보다 포자수의 관찰이 적게 되었

다. 

   ▶ 사과 탄저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상온 처리구와 저온 처리구 모두 감마선 0.4kGy와 

EDN 4g/m3을 병용처리한 처리구에서 70%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저장중 발병하

는 사과탄저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5) 감마선 및 훈증제 처리에 의한 사과 탄저병에 대한 방제 효과조사

   - 사과 과실에 푸른곰팡이병(P. expansum)을 접종한 후, 상온(25±2℃)에 보관하며 푸른

곰팡이병의 병 발병 유무와 진전여부를 관찰하였다.

   - 사과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 처리한 

처리구에서 88.4%의 방제가를 보였으며, 감마선 0.2 kGy와 EDN 4 g/m3을 병용 처리한 

처리구에서도 87.6%의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 감마선과 훈증제의 병용 처리구에서 감마선 혹은 훈증제 단용 처리구 보다 사과 푸른

곰팡이병에 대한 방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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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곰팡이병(상온보관)에 대한 감마선·훈증제 병용처리 효과>

   - 사과 과실에 푸른곰팡이병의 병원균을 접종한 부위의 병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감마

선 및 훈증제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병원균만 접종한 무처리구에 비해 병반의 크

기가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 0.2 kGy와 EDN 4 

g/m3을 처리한 처리구에서 병반의 크기가 가장 작게 관찰 되었다.

<사과 푸른곰팡이병(상온) 병진전여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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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푸른곰팡이병(상온) 병 진전여부 관찰>

   - 사과 과실에 푸른곰팡이병(P. expansum)을 접종한 후, 저온(4℃)에 보관하며 푸른곰팡

이병의 병 발병 유무와 진전여부를 관찰하였다.

   - 사과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한 처

리구에서 83.4%의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 감마선과 훈증제의 병용 처리구에서 감마선 혹은 훈증제 단용 처리구 보다 사과 푸른

곰팡이병에 대한 방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푸른 곰팡이병(저온)에 대한 감마선·훈증제 병용처리 효과> 

   - 사과 과실에 푸른곰팡이병의 병원균을 접종한 부위의 병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감마

선 및 훈증제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병원균만 접종한 무처리구에 비해 병반의 크

기가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 0.2 kGy와 EDN 4 

g/m3을 처리한 처리구에서 병반의 크기가 가장 작게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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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푸른곰팡이병(저온) 병 진전여부 관찰>

<사과 푸른곰팡이병(저온) 병 진전여부 관찰>

   ▶ 사과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방제 효과는 상온 처리구와 저온 처리구 모두 감마선과 훈

증제를 병용처리 한 처리구에서 80%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저장 중 발병하는 

사과 푸른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해서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6) 감마선 및 훈증제 처리에 의한 사과 잿빛곰팡이병에 대한 방제 효과조사

   - 사과 과실에 잿빛곰팡이병균(B. cinerea)을 접종한 후, 저온(4℃)에 보관하며 잿빛곰팡

이병의 발병 유무와 진전여부를 관찰하였다.

   - 사과 잿빛곰팡이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한 처

리구에서 76.7%의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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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잿빛곰팡이병(저온)에 대한 감마선·훈증제 병용처리 효과> 

   - 사과 과실에 잿빛곰팡이병의 병원균을 접종한 부위의 병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감마

선 및 훈증제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병원균만 접종한 무처리구에 비해 병반의 크

기가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감마선 0.4kGy와 EDN 4g/m3을 처리한 병용 처리한 

처리구에서 병반의 크기가 가장 작게 관찰 되었다. 

<사과 잿빛곰팡이병(저온) 병 진전여부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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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잿빛곰팡이병(저온) 병 진전여부 관찰>

   ▶ 사과 잿빛곰팡이병에 대한 방제 효과는 감마선과 훈증제를 병용처리 한 처리구에서 

75%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저장 중 발병하는 사과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하기 위

해서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7) 감마선 및 훈증제 처리에 의한 사과 잿빛무늬병에 대한 방제 효과조사

   - 사과 과실에 잿빛무늬병균 (M. fruticgena)을 접종한 후, 저온(4℃)에 보관하며 잿빛무늬

병의 발병 유무와 진전여부를 관찰하였다.

   - 사과 잿빛무늬병에 대한 방제효과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한 처리

구에서 86.1%의 방제가를 나타내었다. 

<사과 잿빛곰팡이병(저온)에 대한 감마선·훈증제 병용처리 효과>

   - 사과 과실에 잿빛곰팡이병의 병원균을 접종한 부위의 병반 길이를 측정한 결과, 감마

선 및 훈증제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병원균만 접종한 무처리구에 비해 병반의 크

기가 작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처리한 병용 처리한 

처리구에서 병반의 크기가 가장 작게 관찰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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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잿빛무늬병 (저온) 병 진전여부 관찰>

<사과 잿빛무늬병(저온) 병 진전여부 관찰>

   ▶ 사과 잿빛무늬병에 대한 방제 효과는 감마선과 훈증제를 병용처리 한 처리구에서 

85%이상의 방제효과를 보였으며, 저장 중 발병하는 사과 잿빛무늬병을 방제하기 위해

서는 감마선 0.4 kGy와 EDN 4 g/m3을 병용처리 하는 것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된다.

 (8) 감마선 및 훈증제 처리에 의한 사과 부패병에 대한 방제 효과조사

   - 사과 부패병원균을 접종한 사과 과실에 감마선과 훈증제를 병용처리 한 뒤, 50일 경과

하였음에도 각 병원균에 대한 방제효과는 75%이상 지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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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부패병에 대한 감마선 및 훈증제의 병용처리효과>

   ▶ 사과 저장성 부패병균에 대한 감마선과 훈증제의 효과는 병원균 포자의 발아억제 효

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장 단위(BOX)의 실험에서는 감마선 혹은 훈증제 

단용 처리를 통한 사과 부패병의 방제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 사과의 수출시 감마선(0.4 kGy) 선 처리후 24시간 내에 친환경 훈증제(EDN 4 g/m3)를 

처리함에 따라 효과적으로 사과 저장성 부패병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종합의견

  m 방사선 처리에 따른 사과 저장병원균에 대한 감수성 평가

   ▶ 사과 저장병원균 4종에 대한 감마선 감수성을 평가하고 D10 value를 산출하였음.

저장병 및 병원균 D10 value

탄저병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223 Gy

푸른곰팡이병 (Penicillium expansum) 359 Gy

잿빛곰팡이병 (Botrytis cinerea) 768 Gy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785 Gy

  m 방사선 병용처리용 친환경 훈증제 선발

   ▶ 사과 저장병원균에 대한 항균효과를 가진 친환경 훈증제 Ethanedinitrile (EDN)을 선발 

하였음.

  m 감마선 및 친환경 훈증제의 단용 혹은 병용처리를 통한 사과 저장병 방제 기반 기술 

확립

   ▶ 감마선 및 친환경 훈증제의 단용처리를 통하여 병원균에 대한 항균효과 및 포자 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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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포장 단위(BOX)에서의 효과는 50%미만으로 미비하였음.

   ▶ 감마선(0.4 kGy) 선 처리후 24시간 내에 친환경 훈증제 (EDN 4 g/m3)를 병용처리 하

였을시, 80%이상의 사과 저장병 방제효과를 보임.

제 2 절 수출 단감 검역해충에 대한 제어 기술 개발

 1. 대상 해충 소개 및 발생 실태 조사 

 가. 대상 해충 소개

 (1) 감꼭지나방(Stathmopoda masinissa Meyrick)

<감꼭지나방의 (A)월동 노숙 유충, (B)번데기, (C)성충> 

    - 감꼭지나방은 나비목 감꼭지나방과에 속하며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감재배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해충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본 충은 우리나라에서 년 2회 발생하며 10

월 상순경에 노숙유충의 상태로 나무껍질 사이, 가지의 잘린 부위 및  감꼭지 등에서 

고치를 만들어 그 속에서 월동 한다. 이듬해 5월 하순부터 6월 상순에 걸쳐 제 1화기 

성충이 발생하고,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에 걸쳐 제 2화기 성충이 발생한다. 감에 대

한 피해는 유충이 감꼭지로부터 과육을 먹어 들어가 조기에 낙과시키고 식입 구멍에 

배설물을 철해 놓기 때문에 수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Bae, 1997; 박 등, 

2001).

 (2) 감나무애응애(Tenuipalpus zhizhilashviliae Reck)



- 623 -

<감나무애응애의 (A)성충, (B)형태>  

    - 감나무애응애는 응애목의 애응애과에 속하며, 한국, 일본, 러시아, 대만 등지에서 발생

한다. 몸의 형태는 납작하고 체색은 등색(붉은 빛을 띤 노랑빛) 띤다. 감나무와 고욤나

무의 과실과 잎에 피해를 주며 잎 뒷면의 흡즙에 의해 피해 부위가 갈변하고 코르크

화 된다(Korean Society of Plan Protection, 1986; 김 등 1998). 

 나. 대상 해충 발생 실태 조사

<감꼭지나방과 감나무애응애 발생 실태 조사지역>  

 (1) 조사 지역 : 경남 창원(동읍, 북면), 김해(진영), 진주(문산), 사천(정동, 서포), 전남 구례

 (2) 조사 기간 : 2015년 7월 15 ~ 16일

 (3) 조사 방법 

    - 상업적 과원(일반)과 폐과원을 포함하여 지역 당 10 ~ 30개의 감 과수원을 무작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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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다.

    - 감꼭지나방의 피해 과실 유무 조사는 조사 과원 당 임의의 감나무 15주를 선택하여 

주당 20개의 과실을 조사하였다. 피해 과실은 과실의 표면색이 붉은색 또는 검붉색으

로 감꼭지 부분의 배설물 또는 감 과실 내부의 식입 구멍을 통해 확인하였다. 

    - 응애류 조사는 과원 당 무작위로 50엽을 채집한 뒤 실험실로 옮겨와 감나무애응애, 

점박이응애, 포식응애, 기타응애로 구분하여 개체수를 파악하였다.

 (4) 감꼭지나방의 피해과율과 감나무애응애 밀도(개체수/50잎) 조사 결과

<감꼭지나방의 (A) 과원별, (B) 지역별 피해과율> 

    - 단감 주산지를 대상으로 감꼭지나방의 피해과율을 조사 결과, 피해과율은 일반 과원

보다 폐과원에서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창원 북면지역에서 높은 피해과율을 보였다. 

    - 응애류의 경우, 감나무애응애와 포식 응애류는 폐과원, 점박이응애는 일반 과원에서 

<응애류의 (A) 과원별, (B) 지역별 개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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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대부분 감 과원에서 감나무응애보다 점박이응애가 높게 나타났

다.  

 다. 감나무애응애 약제 살충력 시험

시험약제 계통
주성분

함량(%)

물 20l 당 

사용 약량

Bifenthrin+Etoxazole ME 합성피레스로이드계 + 옥시졸린계 3.5 (1.5+2) 20㎖

Spirodiclofen WP 테트로닉에시드계 22 10g

Spiromesifen SC 테트로닉에시드계 20 10㎖

Abamectin+Chlorantraniliprole SC 항생제 + 다이아이마이드계 6 (1.714+4.286) 5㎖

Chlorfenapyr SC 파이롤계 10 6.7㎖

무 처 리 - - -

<감나무 점박이응애로 등록된 약제>  

 (1) 감나무애응애 방제로 등록된 약제가 없기 때문에 감나무 점박이응애 방제로 등록된 약제를 이용

하여 약제 살충력을 평가하였다 (위 표).

 (2) 재료 및 방법 

    - 감나무애응애는 실험실 25±2℃, 습도 70±5%에서 누대 사육한 개체를 이용하였으며 

고욤나무 잎에 감나무애응애 성충 20마리씩 접종하여 각 약제 당 3반복을 실시하였다.

    - 약제 처리 후 25±2℃, 습도 70±5%, 광조건 16L:8D 에서 24시간마다 사충수를 조사

하였다. 

 (3) 감나무애응애 살충력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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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애응애 살충력 평가 결과>  

    - 무처리에서 사망률은 5%였으며, 처리 약제 별 시간에 따른 사망률의 차이는 보였으나 

7일째 100% 사망하였다. 

 2. 방사선 조사 유효 선량 및 친환경 훈증제 적용 농도 평가

 가. 감꼭지나방과 감나무애응애 채집 및 사육조건 확립

 (1) 감꼭지나방 채집 및 사육 조건

    - 경남 진주시 진주역 인근 무농약 단감원에서 감꼭지나방 유충을 채집하여 사육하였

다. 

<감꼭지나방의 피해를 받은 단감과 단감에 피해를 주는 감꼭지나방 유충> 

    - 채집된 감꼭지나방 유충을 유충 사육용기(200×160×100mm)에 넣어서 사육 후, 번데

기 과정을 거쳐 성충으로 우화시켜 알을 받았다. 성충 사육은 원통형 케이지 (지름 

170mm, 높이 270mm)에 10%의 설탕물을 공급하면서 사육하였다. 부화한 유충은 가마 

감 잎을 넣어주면서 사육하였다. 사육실 조건은 25±3℃, 습도 60±10%, 광조건은 

16L:8D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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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꼭지나방 유충 사육통(좌)과 성충 사육 케이지(우)> 

 (2) 감나무애응애 채집 및 사육 조건

    - 경남 사천시 두량 저수지 인근 무농약 단감원에서 감나무애응애의 피해를 받은 단감 

잎에서 감나무애응애를 채집하였다. 

<감꼭지나방 알 과 부화 유충>

<감꼭지나방의 고치, 번데기와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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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나무 애응애 약충(좌)과 암컷 성충(우)>

    - 채집된 감나무애응애를 감나무 유목에 옮기기 전 감나무 유목은 실체현미경하에 천적

이나 기타 곤충을 제거한 후 감나무애응애를 잎 당 5마리 접종하여 사육하였다. 사육

에 이용한 감나무는 실내에서 단감 씨를 파종하여 재배한 것과 유목 상에서 구입한 

것을 이용하였다. 

<감꼭지나방 사육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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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에서 재배한 고욤나무(좌)와 유목 상에서 구입한 감나무(우)>

<감나무 애응애 사육 체계도>

 나. 대상 해충의 발육 단계별 방사선 감수성 및 살충력 평가

 (1) 감꼭지나방 유충에 대한 IR 처리

 m 월동 노숙 유충에 대한 IR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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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에 이용한 감꼭지나방은 2014년 3월 8일 경남 창원 북면 인근의 감 폐과원에서 

감나무 주관부 또는 가지의 껍질 틈 속에 고치 형태로 존재하는 월동 노숙 유충을 채

집하였다. 

    - 채집된 월동 노숙 유충은 실험실로 이동 후 생존 여부를 확인한 후 야외 조건과 비슷

하게 유지시켜 보관하였다.

    - 월동 노숙 유충 IR 실험은 2014년 4월 10일에 처리하였으며, 각 처리당 8마리씩 총 3

반복 하였다. 처리 시 방사선 선량은 0, 400, 800, 1,200, 2,000Gy로 총 다섯 처리구로 

설정하였다.

    - 방사선 처리 후 25±2℃, 60% RH, 16L:8D 광조건에서 24시간마다 노숙 유충의 사충

수 및 용화수, 우화수를 기록하였다.

    - 노숙 유충의 생사 판별 기준은 해부 현미경 하에 가는 붓으로 충체를 접촉하여 2일 

연속 전혀 움직이지 않은 개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방사선 선량별 감꼭지나방 노숙 유충의 사충율, 용화율과 우

화율 조사하였다.

선량(Gy)
처리 유충수

(8마리/반복)

사충율(%)

7일 12일 21일

0 24 0 4.2 16.7

400 24 25.0 45.8 100

800 24 25.0 62.5 100

1,200 24 50.0 100 100

2,000 24 58.3 100 100

<감꼭지나방 월동 노숙유충에 대한 IR 처리 효과> 

   ▶ 감꼭지나방의 노숙 유충에 대한 방사선 처리 결과는 표 1과 같다. 방사선 처리 7일차 

400, 800Gy는 25%, 1,200, 2,000Gy는 50% 이상의 사충율를 보였다. 처리 12일차 경우 

400Gy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50% 이상의 사충율를 보였으며 1,200, 2,000Gy의 경

우 100%의 사충율를 보였다. 모든 방사선 처리구는 처리 21일차에 100%의 사충율을 

나타내었다.

 m 여름 유충에 대한 IR 처리

    - 실험에 이용한 감꼭지나방은 2014년 6월 30일 경남 창원 북면 인근의 감 폐과원에서 

감꼭지나방의 피해를 받은 감 과실을 채집 후 감꼭지나방 유충을 분리하였다.

    - 신선한 감 과실에 분리된 유충을 접종한 후 2014년 7월 2일 각 처리당 10마리씩 총 4

반복을 IR처리 하였다. 처리 시 방사선 선량은 0, 150, 300, 400Gy로 총 네 처리구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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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사선 처리 후 25±2℃, 60% RH, 16L:8D 광조건에서 1, 3, 5, 7, -30일 동안 유충의 

사충수 및 용화수, 번데기의 우화수를 기록하였다.

    - 유충의 생사 판별 기준은 해부 현미경 하에 가는 붓으로 충체를 접촉하여 2일 연속 

전혀 움직이지 않은 개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방사선 선량별 감꼭지나방 유충의 사충율, 용화율, 용화기간

과 우화율 조사하였다.

3일차 5일차 인공사료

<감 과실의 부패 및 인공사료>

   ▶ 감꼭지나방이 접종된 IR 처리와 0Gy 감 과실은 25±2℃, 60% RH, 16L:8D 광조건에서 

3일차부터 부패하여 부패된 감 과실에서 감꼭지나방을 분리한 후 인공사료에 옮겨 관

찰하였다.

선량

(Gy)

처리 유충수

(10마리/반

복)

사충율(%) 용기간

(day, 

mean±SD)

용화

율

(%)

우화

율

(%)
7일 12일 21일 30일

0 40 7.5 7.5 12.5 17.5 12.8±1.59 77.5 90.3

150 40 15 15 35 40 - - -

300 40 15 15 37.5 47.5 - - -

400 40 17.5 25 47.5 65 - - -

<감꼭지나방 여름 유충에 대한 IR 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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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충 번데기 우화한 성충

<감꼭지나방 유충과 번데기, 우화된 성충> 

   ▶ 감꼭지나방 유충에 IR를 처리한 결과, IR를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감꼭지나방은 용

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400Gy는 처리 30일째 65%, 150과 300Gy는 50%미만의 사충

율을 보였다. 대조구의 용화율은 약 78%, 우화율은 90%를 나타내었다.

 (2) 감나무애응애 성충과 알에 대한 IR 처리

 m 월동 성충에 대한 IR 처리

    - 실험에 이용한 감나무애응애는 2014년 4월 9일 경남 사천의 감 폐과원에서 감나무 주

관부 또는 가지의 껍질 틈 속에 월동 성충 형태로 존재하는 감나무애응애를 채집하였

다.

    - 채집된 월동 성충은 실험실로 이동 후 생존 여부를 확인한 후 감나무 잎에 접종하였

다.

    - 방사선 처리는 2014년 4월 10일에 실시하였으며, 각 처리당 10마리씩 총 3반복 하였

다. 처리 시 방사선 선량은 0, 200, 400, 600, 1,000Gy로 총 다섯 처리구로 설정하였다.

    - 방사선 처리 후 25±2℃, 60% RH, 16L:8D 광조건에서 24시간마다 월동 성충의 사충

수를 기록하였다.

    - 성충의 생사 판별 기준은 해부 현미경 하에 가는 붓으로 충체를 접촉하여 전혀 움직

이지 않은 개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감나무애응애 월동 성충의 방사선 선량별 사충율를 비교하였

다.

선량

(Gy)

처리 

성충수

(10마리/반복)

사충율(%)

1일 3일 5일 7일 9일 11일 13일

0 30 3.3 10 16.7 16.7 16.7 16.7 16.7

200 30 6.7 23.3 46.7 63.3 80 93.3 100

400 30 10 20 63.3 80 86.7 96.7 100

600 30 20 30 66.7 83.3 90 100 100

<감나무애응애 월동 성충에 대한 IR 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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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나무애응애 월동 성충에 대한 방사선 처리 결과, 처리 5일차 200Gy를 제외한 나머

지 처리구에서 50% 이상의 사충율를 나타내었다. 처리 9일차에 600과 1,000Gy에서 

90%이상의 사충율를 보였으며, 처리 13일차 0Gy를 제외한 모든 방사선 처리구에서 

100%의 사충율를 나타내었다.

 m 여름 성충과 알에 대한 IR 처리

    - 실험에 이용한 감나무애응애의 성충과 알은 2014년 6월 26일 경남 사천 감 폐과원의 

감나무 잎에서 채집하였다.

    - 채집된 감나무 잎에서의 알과 성충은 신선한 잎에 처리구 별 반복당 각 10마리씩 총 

3반복 하여 접종하였다. 

    - 방사선 처리는 2014년 7월 2일에 실시하였으며, 처리 시 방사선 선량은 0, 150, 300, 

400Gy로 총 네 처리구로 설정하였다.

    - 방사선 처리 후 25±2℃, 60% RH, 암조건에서 1, 3, 5, 7, 9일 동안 알의 부화율과 성

충의 사충수를 기록한다.

    - 성충의 생사 판별 기준은 해부 현미경 하에 가는 붓으로 충체를 접촉하여 전혀 움직

이지 않은 개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감나무애응애 알과 성충의 방사선 선량별 부화율, 사충율를 

비교하였다.

선량(Gy)
처리 성충수

(10마리/반복)

사충율(%)

1일 3일 5일 7일 9일

0 30 0 3.4 6.7 6.7 6.7

150 30 33.4 50.0 60.0 83.4 100

300 30 43.4 60.0 70.0 93.4 100

400 30 53.4 63.4 73.4 100.0 100

<감나무애응애 성충에 대한 IR 처리 효과> 

   ▶ 감나무애응애 성충에 대한 방사선 처리 결과, 처리 3일차 모든 처리구에서 50%의 사

충율을 보였으며 처리 9일차 무처리(0Gy)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100%의 사충율을 

보였다. 조사기간 동안 성충의 산란은 나타나지 않았다.

1,000 30 46.7 48.1 80 86.7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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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Gy) 처리 알 수(10마리/반복)
부화율(%)

1일 3일 5일 7일

0 30 10.0 56.7 83.3 86.7

150 30 0 0 0 10.0

300 30 0 0 0 0

400 30 0 0 0 0

<IR 처리에 대한 감나무애응애 알 부화억제 효과>

   ▶ IR 처리에 따른 감나무애응애 알의 부화율을 조사한 결과, 150Gy에서 10%의 부화율

을 보였으며 300Gy 이상의 선량에서는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m 점박이응애 발육단계별 IR 처리 효과 (감나무애응애 결과 대조)

    - 실험에 이용한 점박이응애는 안동대학교 식물의학과 곤충생태연구실에서 계대 사육 

중인 개체를 이용하였다.

    - 점박이응애 단계별 알, 유·약충, 성충을 지름 2.5cm의 강낭콩 leaf-disk 각각 접종하

였다.

    - 방사선 처리는 2014년 4월 10일에 하였으며, 처리별 총 3반복 실시하였다. 처리 시 방

사선 선량은 0, 200, 400, 600, 1,000Gy로 총 다섯 처리구로 설정하였다.

    - 방사선 처리 후 25±2℃, 60% RH, 16L:8D 광조건에서 24시간마다 알의 부화수, 유·

약충과 성충의 사충수, 성충의 산란수 (5일간)를 기록하였다.

    - 유·약충과 성충의 생사 판별 기준은 해부 현미경 하에 가는 붓으로 충체를 접촉하여 

전혀 움직이지 않은 개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방사선 선량에 따른 점박이응애의 발육 단계별 부화율과 방

제가를 조사하였다.

선량(Gy) 처리 알 수(10개/반복) 부화율

0 30 83.3

200 30 6.7

400 30 0

600 30 0

1,000 30 0

<IR 처리한 점박이응애 알에 대한 부화억제 효과> 

   ▶ 점박이응애 알에 대한 방사선 처리 결과, 200Gy에서 6.7%의 부화율을 보였으며, 

400Gy 이상의 선량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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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Gy)
사충율(%)

1일 3일 7일 10일

0 0 0 6.7 13.3

200 13.3 43.3 80.0 0

400 23.3 53.3 86.7 0

600 23.3 60.0 96.7 0

1,000 33.3 76.7 0 0

<점박이응애 유·약충에 대한 IR 처리 효과>

   ▶ 점박이응애 유·약충에 대한 방사선 처리 결과, 처리 3일차에 200Gy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에서 50%이상의 사충율를 보였으며, 처리 10일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100%의 

사충율를 보였다.

선량(Gy)
사충율(%)

5일간 총 산란수/10마리 성충
1일 3일 7일 11일

0 0 0 16.7 26.7 406.0±24.66

200 13.3 26.7 46.7 93.3 255.7±24.09

400 20.0 33.3 56.7 0 277.0±31.23

600 26.7 43.3 73.3 0 187.7±4.02

1,000 37.7 50 83.3 0 152.0±16.54

<IR 처리한 점박이응애 성충의 산란수와 사충율>

   ▶ 점박이응애 성충에 대한 방사선 처리 결과, 처리 3일차에 1,000Gy를 제외한 나머지 

처리구에서 50%미만의 사충율를 보였으며, 처리 11일에는 대부분 90% 이상의 사충율

를 나타냈다. 5일간 총 산란수는 1,000Gy에서 가장 낮았으며, 방사선 선량이 높을수록 

낮은 산란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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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꼭지나방과 감나무애응애 발육태 별 훈증제 영향 평가

 (1) 감꼭지나방 유충과 번데기의 훈증제 처리 효과

    - 훈증제 처리는 2014년 9월 16일에 실시하였다. Ethyl formate 약제의 약량 25, 50, 

100, 150, 200(g/m3)으로 처리하였으며, Phosphin은 25, 50, 100(g/m3)으로 처리하였다. 

약제 처리 당 감꼭지나방 유충과 번데기는 각 10마리씩 처리하였다. 

    - 훈증제 처리 시간은 5℃에서 Ethyl formate는 4시간, Phosphin은 24시간 처리하였다.

    - 훈증제 처리 후 25±2℃, 60% RH, 암조건에서 1, 3, 5, 7, ~20일 동안 유충의 경우 용

화수와 사충수, 번데기는 우화수를 기록하였다.

    - 유충의 생사 판별 기준은 해부 현미경 하에 붓으로 충체를 접촉하여 전혀 움직이지 

않은 개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감꼭지나방의 유충과 번데기의 두 가지의 훈증제 약량별 사

충율, 용화율, 우화율를 조사하였다.

훈증제 처리 전 시료 훈증제 약제 투입 5℃ 약제 처리

<훈증제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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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mg/L)
사충율(%)

용화율(%)
1일 3일 5일 7일 9일 20일

대조구 0 0 0 0 10 10 20 7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25 0 0 0 20 20 100 50

50 20 80 80 40 50 100 20

100 60 60 60 80 80 100 0

150 70 90 90 90 100 100 0

200 100 100 100 100 100 100 0

<감꼭지나방 유충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처리 효과> 

Does(mg/L)
우화율(%)

1일 3일 5일 9일 14일

대조구 - 0 10 20 60 8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25 0 0 20 50 60

50 0 10 30 30 50

100 0 0 10 50 50

150 0 0 10 40 40

200 0 0 10 20 20

<감꼭지나방 번데기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처리 효과> 

   ▶ 감꼭지나방 유충과 번데기에 대한 어틸포메이트 훈증제 처리 결과, 유충의 경우 

200mg/L 처리구는 처리 1일차부터 100%의 사충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처리구는 20

일차에 100%의 사충율을 보였다. 유충의 용화율은 대조구는 70%, 25mg/L 50%,

50mg/L 20%를 보였으며 100mg/L 이상 처리구는 용화가 되지 않았다. 번데기의 우

화율은 모든 처리구에서 우화를 보였지만 Dose가 증가할수록 낮은 우화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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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mg/L)
사충율(%)

용화율(%)
1일 3일 5일 7일 9일 20일

대조구 0 0 0 0 0 10 30 70

포스핀

훈증제

25 20 40 60 70 70 100 0

50 40 70 70 70 80 100 0

100 70 70 70 70 90 100 0

<감꼭지나방 유충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처리 효과> 

Does(mg/L)
우화율(%)

1일 3일 5일 9일 14일

대조구 - 0 0 30 20 80

포스핀

훈증제

25 0 0 10 10 40

50 0 0 0 10 20

100 0 0 10 10 10

<감꼭지나방 번데기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처리 효과> 

   ▶ 감꼭지나방 유충과 번데기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처리 결과, 유충의 경우 모든 처리

구에서 20일차 100%의 사충율을 보였으며, 용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데

기의 우화율은 14일차 200mg/L 10%, 50mg/L 20%, 25mg/L 40%, 대조구는 

80%를 보였으며, Dose가 증가할수록 낮은 우화율을 보였다.

 (2) 감나무애응애 알과 성충의 훈증제 처리 효과

    - 실험에 이용한 감나무애응애의 알과 성충은 2014년 8월 6일 경남 사천 감 폐과원의 

감나무 잎에서 채집하였다.

    - 채집된 감나무응애의 알과 성충은 약제의 약량 별 각 30마리씩 신선한 잎에 접종하여 

처리하였다. 

    - 훈증제 처리는 2014년 8월 7일에 실시하였다. Ethyl formate 약제의 약량 25, 50, 100, 

150, 200(g/m3)으로 처리하였으며, Phosphin은 25, 50, 100(g/m3)으로 처리하였다.

    - 훈증제 처리 시간은 5℃에서 Ethyl formate는 4시간, Phosphin은 24시간 처리하였다.

    - 훈증제 처리 후 25±2℃, 60% RH, 암조건에서 1, 3, 5, 7... 일 동안 알의 부화율과 성

충의 사충수를 기록하였다.

    - 성충의 생사 판별 기준은 해부 현미경 하에 가는 붓으로 충체를 접촉하여 전혀 움직

이지 않은 개체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감나무애응애 알과 성충의 두 가지의 훈증제 약량별 부화율, 

사충율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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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mg/L)
누적 부화율(%)

1 3일 5일 7일 13일

대조구 - 16.7 36.7 73.3 90 9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25 0 3.3 3.3 10 13.3

50 0 3.3 6.7 6.7 6.7

100 0 0 3.3 3.3 3.3

150 0 0 3.3 3.3 3.3

200 0 0 3.3 3.3 3.3

<감나무애응애 알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처리 효과> 

Does(mg/L) 사충율(%)

대조구 - 10.0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25 93.3

50 96.7

100 100.0

150 100.0

200 100.0

<감나무애응애 성충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처리 효과 (24hr)>

   ▶ 감나무애응애 알과 성충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처리 결과, 알의 경우 7일차 대

조구는 90%, 25mg/L 처리구에서 10%, 50mg/L 6.7%, 100mg/L 이상 처리구에서 3.3%의 

부화율을 보였다. 성충의 사충율은 처리 24시간 후 100mg/L 이상의 처리구에서 100%

의 사충율을 보였다.

Does(mg/L)
누적 부화율(%)

1 3일 5일 10일 12일

대조구 - 23.3 53.3 83.3 86.7 86.7

포스핀

훈증제

25 0 0 3.3 3.3 3.3

50 0 0 3.3 3.3 3.3

100 0 0 0 0 0

<감나무애응애 알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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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es(mg/L) 사충율(%)

대조구 - 47.7

포스핀

훈증제

25 93.3

50 100.0

100 100.0

<감나무애응애 성충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처리 효과 (24hr)>

   ▶ 감나무애응애 알과 성충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처리 결과, 알의 경우 100mg/L 처리구

에서 전혀 부화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충의 사충율은 50mg/L 처리구 이

상에서 100%의 사충율을 보였다. 알은 100mg/L 처리, 성충은 50mg/L 이상 처리시 감

나무애응애 방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단감 주요 검역 병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중제 감수성 DB 구축 및 실증 연구

 가. 포장 박스 내 감꼭지나방 유충과 감나무애응애 성충 발달 억제 적용 시험

 (1) 감 포장 박스 내 감마선 투과력 테스트 (원자력 연구원)

    - 투과력 테스트는 Φ 5 mm의 Alanine 선량계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 감 포장 박스 내 Alanine 선량계 위치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조사 선량은 400Gy에 처

리하였다.  

<감 포장 박스 내 Alanine 선량계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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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Gy

처리 Dose(Gy) 처리 Dose(Gy)

1 446 8 431

2 441 9 432

3 433 10 454

4 439 11 447

5 425 12 444

6 442 13 432

7 437 - -

평균 438.7±2.32

<감 포장 박스 내 감마선 투과력 테스트 결과>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한 감 박스 내 감마선 투과력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400 Gy 조사 

시 전반적으로 425 ~ 454 Gy로 선량이 측정되었다. 가장 낮은 선량은 감 박스 밑면(5

번)으로 425 Gy로 확인되었으며, 가장 높은 선량으로는 454 Gy로 앞면 (10번)에서 가

장 높게 투과되었다. 평균적으로 439 Gy가 투과됨을 확인하였다.

 (2) 감꼭지나방 유충에 대한 포장 박스 실증 연구

    - 경남 사천의 감 폐과원에서 채집된 감꼭지나방은 1반복(단감 5개/팩) 유충을 10마리씩 

접종하여 포장 박스 당 5반복 총 3박스를 방사선 처리하였다. 방사선 처리는 무처리인 

0Gy와 유효선량인 400Gy로 처리하였다.

    - 방사선 처리 후 22±2℃, 60% RH, 24시간마다 유충의 사충수, 용화수, 우화수를 기록

하였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사충율, 용화율, 우화율을 확인하였다. 

감 포장 박스 처리 감꼭지나방 유충 접종 포장 박스 내 

선량(Gy)  처리 전 사충율(%) 용화율 우화율

<감꼭지나방 유충에 대한 포장 박스 실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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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꼭지나방 유충에 대한 포장 박스 실증 결과, 처리 26일차 400Gy 97%의 사충율을 보였

으며 용화와 우화는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감수성 테스트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3) 감나무애응애 성충에 대한 포장 박스 실증 연구

    - 감나무애응애 성충에 대한 포장 박스 실증 시험은 3회 실시하였다.

    - 1차 실험(처리일: 2015. 03. 30)은 실험 반복구당 단감 상자(41 cm × 33 cm × 19 

cm)에 단감 5팩(단감 5개/팩)을 넣고 팩당 19.3개체의 성충을 접종한 후 감마선을 조사

하였으며, 실험은 3반복(308개체) 수행하였다. 2차 실험(처리일: 2015. 05. 21)은 동일한 

크기의 단감 상자에 단감 3팩을 넣고 팩당 성충 24.8개체 총 3반복(224개체), 3차 실험

(처리일: 2015. 06. 25)은 2차 실험과 동일하게 팩당 성충 57.2개체 총 3반복(522개체)의 

감마선을 조사하였다. 관찰방법 및 항목은 위 내용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 포장 박스 당 5반복, 총 3박스를 각각 0Gy와 유효선량인 400Gy로 처리하였다.

    - 방사선 처리 후 22±2℃, 60% RH, 24시간마다 월동 성충의 사충수를 기록하였다. 

    - 성충의 생사 판별 기준은 해부 현미경 하에 가는 붓으로 충체를 접족하여 전혀 움직

이지 않은 개체를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 기록된 결과를 이용하여 감나무애응애 월동 성충의 사충율을 확인하였다.   

평균 유충수

(총개체수)
(%) (%)

1일 7일 14일 26일

0 8.8(132) 0 4.7 16.0 16.0 77.0 87.3

400 12.6(189) 8.3 20.1 32.2 97.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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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 회차 반복
조사일(사망율)

1 3 5 7 9 11 14

400 Gy

1

1 9.7 27.4 68.9 81.5 90.2 97.2 100

2 11.8 29.0 70.9 81.8 92.4 97.9 100

3 7.9 27.7 68.0 79.0 92.2 96.6 100

평균 9.8 28.0 69.3 80.8 91.6 97.2 100

대조구

1 4.6 11.1 13.9 14.9 21.1 26.0 30.6 

2 4.9 9.2 14.0 15.7 16.5 24.0 25.6 

3 2.1 9.4 14.8 15.9 18.5 22.3 22.3 

평균 3.9 9.9 14.2 15.5 18.7 24.1 26.2 

400 Gy

2

1 5.7 54.2 85.6 97.0 100 - -

2 8.8 51.9 81.0 98.7 100 - -

3 6.6 50.8 85.4 96.2 100 - -

평균 7.1 52.3 84.0 97.3 100 - -

대조구

1 0 0 11.0 18.0 23.6 - -

2 0 2.0 4.0 13.8 13.8 - -

3 0 1.6 6.7 14.7 18.2 - -

평균 0 1.2 7.2 15.5 18.5 - -

400 Gy

3

1 8.3 63.0 86.3 97.6 100 - -

2 8.8 60.2 87.3 97.7 100 - -

3 8.5 62.2 84.3 98.3 100 - -

평균 8.5 61.8 85.9 97.9 100 - -

대조구

1 0.6 4.2 6.6 13.9 15.1 - -

2 1.1 3.4 8.6 15.0 17.3 - -

3 0 1.2 6.0 12.7 15.6 - -

평균 0.6 2.9 7.1 13.9 16.0 - -

<감나무애응애 성충에 대한 포장 박스 실증 결과>  

   ▶ 감나무애응애 성충의 실증연구 수행 결과, 1회차는 처리 14일, 2-3회차는 처리 9일에 

100%의 사망률을 보였다. 100% 사망률은 회차 간 차이를 보이지만 감수성 테스트 결

과와 동일한 성충 사망률을 보여 대량 실증 연구에서도 성충의 사멸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1회차는 월동한 성충을 대상으로 했으며, 2-3회차는 여름철 성충을 대상으

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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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출용 절화 관련 검역해충의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평가 (제7협동과제, 

충북대학교)

1. 장미, 국화 관련 검역대상 공시충 채집 및 실내사육 체계확립

가. 공시충 채집 및 실내사육 체계확립

(1) 가루깍지벌레 채집 및 실내사육

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comstocki)는 충북대학교 화훼 온실에서 드라세나에 발생한 가루

깍지벌레를 채집하였으며 실내에서 싹이 올라온 감자를 이용하여 사육케이지(25 × 19 × 8 ㎝)

에 넣어 누대 사육하였으며 온도 25.0±2.0℃, 습도 60.0±5.0%로 맞추었으며 사육모습은 그림 1

과 같다.

그림 1. 가루깍지벌레(A)와 가루깍지벌레 사육모습(B).

(2) 귤가루깍지벌레 채집 및 실내사육

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citri)는 충북대학교 화훼 온실에서 채집하였으며 가루깍지벌레와

같은 방법으로 사육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 25.0±2.0℃, 습도 60.0±5.0%로 맞추었고 사육모습

은 그림 2와 같으며 가루깍지벌레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격리된 장소에서 사육하

였다.

그림 2. 귤가루깍지벌레(A)와 귤가루깍지벌레 사육모습(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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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화진딧물 채집 및 실내사육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은 충북대학교 부속농장 고추 포장에서 발생한 목화진딧물을 채집

하였다. 파종 후 15일 후의 오이유묘를 이용하여 아크릴케이지 상에서 누대 사육하였다. 사육

조건은 22.0±2.0℃ 습도 60.0±5.0%로 맞추었으며 사육모습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 목화진딧물(A)과 목화진딧물의 사육모습(B)

(4) 꽃노랑총채벌레 채집 및 실내사육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는 충북 진천의 장미화훼단지에서 채집하였으며 실

내에서 2가지 방법으로 사육하였다. 첫째는 파종 후 7일 후의 강낭콩 유묘를 이용하여 아크릴

케이지 상에서 누대사육 하였고 또 하나는 강낭콩 떡잎과 송화가루를 이용하여 페트리디쉬상

에서 누대사육 하였다. 사육조건은 25.0±2.0℃, 습도 60.0±5.0%로 맞추었으며 사육모습은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꽃노랑총채벌레(A)와 케이지상 사육모습(B), 페트리디쉬상 사육모습(C).



- 646 -

(5) 대만총채벌레 채집 및 실내사육

대만총채벌레(Frankliniella intonsa)는 충북대학교 내 고추포장에서 채집하였으며 꽃노랑총채

벌레와 동일한 방법으로 누대사육 하였으며 사육조건은 25.0±2.0℃, 습도 60.0±5.0%로 맞추었

으며 사육모습은 그림 5와 같으며 꽃노랑총채벌레와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격리된

장소에서 사육하였다.

그림 5. 대만총채벌레(A)와 케이지상 사육모습(B), 페트리디쉬상 사육모습(C).

(6) 아메리카잎굴파리 채집 및 실내사육

아메리카잎굴파리(Lirriomyza trifolii)는 전남 구례 오이하우스에서 발생한 아메리카잎굴파리를 채집하였

으며 파종 후 10일 후의 강낭콩 유묘를 이용하여 스틸케이지 상에서 누대 사육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

25.0±2.0℃, 습도 60.0±5.0%로 맞추었고 사육모습은 그림 6과 같다.

(B)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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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메리카잎굴파리 유충(A), 성충(B)과 스틸케이지상에서 사육모습(C)

(7) 담배거세미나방 채집 및 실내사육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은 전남 구례 오이하우스에서 발생한 담배거세미나방을 채집하였으며

인공사료를 이용하여 누대사육 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 25.0±2.0℃, 습도 60.0±5.0%로 맞추었고 사

육모습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담배거세미나방 유충(A), 성충(B)과 사육모습(C)

(8) 담배가루이 채집 및 실내사육

담배가루이(Bemisia tabaci)는 충북대학교 고추 온실에서 채집하였으며 파종 14일 후의 토마토 유묘를

이용하여 아크릴케이지상에서 누대 사육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 25.0±2.0℃, 습도 60.0±5.0%로 맞추

었고 사육모습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담배가루이 성충(A), 약충(B)과 사육모습(C)

(9) 복숭아혹진딧물 채집 및 실내사육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는 충북대학교 노지 고추 포장에서 채집하였으며 파종 14일 후의 배추

유묘를 이용하여 아크릴케이지상에서 누대 사육하였다. 사육조건은 온도 22.0±2.0℃, 습도 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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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맞추었고 사육모습은 그림 9와 같다

그림 9. 복숭아혹진딧물(A)과 사육모습(B)

(10) 점박이응애 채집 및 실내사육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는 충북대학교 곤충생태 및 독성학 실험실에서 누대사육한 감수성(S),

bifenazate-저항성계통(B-R), acequinocyl-저항성계통(S-R)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bifenazate와

acequinocyl 저항성 계통은 지속적으로 약제를 처리하여 누대사육 하였으며 사육조건은 온도 25.0±2.

0℃, 습도 60.0±5.0%로 맞추었다. 사육모습은 그림 10과 같으며 각 계통 점박이응애의 저항성

비는 표 1과 같다.

그림 10. 점박이응애(A)와 사육모습(B)

표 1. 점박이응애의 저항성 비

Strain Insecticide LC50(ppm, 95% Cla) RRb

S Bifenazate 1.9 (1.6-2.3) 1.0
B-Rc Bifenazate >1340 >705.3
S Acequinocyl 22.1 (19.1-25.5) 1.0
A-Rd Acequinocyl >2400 >108.5

a) 95% Confidence limits
b) Resistance ratio = LC50(ppm) of resistant strain divided by LC50(ppm) of susceptible strain.
c) Bifenazate resistance strain
d) Acequinocyl resistance strain

2. 방사선 처리에 다른 해충별, 발육단계별 감수성 및 살충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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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방법

(1) 가루깍지벌레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가루깍지벌레의 알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싹이 난 감자에 암컷성충 10마리를 접종하여 48시간

동안 알을 받았다. 암컷성충을 제거함과 동시에 접종 시 유입될 수 있는 1∼2령의 약충을 제거 한 후 전

자빔과 X-ray를 각각 처리하여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target dose)은 0, 200, 300, 400,

500 Gy이며 X선 목표선량은 0, 100, 150, 200, 250 Gy로 진행하였다.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싹이 난 감자에 1령 약충을 50마리씩 접종하여 전자빔과 X-ray를

각각 처리한 후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100, 150, 200, 250 Gy이며 X선 목표선량

은 0, 30, 50, 70, 100 Gy로 진행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100, 150, 200 Gy로, X선의 목표선량은 0,

70, 100, 150 Gy를 처리하여 산란수와 F1 세대의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2) 귤가루깍지벌레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귤가루깍지벌레의 알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water agar dish(직경 35mm)에 배추

잎을 직경 35mm로 잘라 치상한 후 암컷성충 10마리를 접종하여 48시간동안 산란을 받은 후

암컷성충을 제거함과 동시에 접종 시 유입될 수 있는 1∼2령의 약충을 제거 한 후 전자빔과 X

선을 처리 후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target dose)은 0, 50, 100, 200, 300,

400 Gy며 X선 목표선량은 0, 30, 50, 100 Gy로 하였다.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water agar dish (∅ 35mm)에 배추잎을 ∅ 35mm로 잘

라 치상한 후 부화한지 72시간 이내의 1령 약충을 50마리씩 접종하여 전자빔과 X-ray를 처리

하였다. 전자빔과 X-ray를 처리 후 water agar dish 1개당 배추잎을 ∅10mm로 잘라 치상한

후 2마리씩 접종하여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50, 100, 200 Gy이며 X선

목표선량은 0, 30, 50, 70, 100 Gy로 진행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전자빔의 목

표선량은 0, 100, 150, 200 Gy로, X선의 목표선량은 0, 70, 100, 150 Gy를 처리하여 산란수와 F1 세대의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3) 목화진딧물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목화진딧물은 imidacloprid에 대한 저항성종(IMI-R)과 감수성종(S)을 사용하여 비교실험 하였

다. 목화진딧물의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water agar petri dish(∅ 35mm)에

∅35mm의 크기의 오이잎을 치상한 후 1령 약충 30마리를 접종하여 전자빔과 X선을 처리하였

다. 전자빔과 X선 처리 후 우화율과 산자수를 조사하였으며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50, 100, 150 Gy이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20, 30 Gy로 진행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water agar petri dish(∅ 35mm)에 ∅35mm의 크기의 오

이잎을 치상한 후 우화 24시간 이내의 성충을 10마리씩 접종한 후 전자빔과 X선을 처리하였

다. 전자빔과 X선 처리 후 오이잎이 치상된 water agar petri dish에 성충 1마리씩 옮겨 산자

수 및 F1세대의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 하였으며 전자빔의 목표선

량은 0, 50, 100, 150, 200 Gy이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20, 30, 50 Gy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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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감수성과 imidacloprid 저항성계통 목화진딧물의 imidacloprid에 대한 저항성비

Strain na Slope (SE) LC50
(㎎ L-1) (95% CLb) χ2 RRc

S 271 1.6 ± 0.19 0.014 (0.011-0.018) 0.8 1
IMI-R 273 1.76 ± 0.13 503.4 (432.8-586.8) 26.9 35,957.1

a n, Number of A. gossypii female
b CL, Confidence limits.
c RR, Resistance ratio = LC50 of IMI-R strain / LC50 of S strain

(4) 꽃노랑총채벌레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꽃노랑총채벌레의 알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35mm)에 강낭콩 떡잎을

치상한 후 성충10마리를 접종하여 24시간 동안 산란을 받았다. 성충을 제거한 후 전자빔과 X-

선을 처리하고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50, 100, 150 Gy이며 X선의 목표

선량은 0, 10, 30, 50 Gy로 하였다.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35mm)에 강낭콩 떡잎을 치상한 후 2령약충

30마리를 접종하여 전자빔과 X-선을 처리하고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50, 100, 150 Gy이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30, 50, 100 Gy로 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35mm)에 강낭콩 떡잎을 치상한 후 우화 24h

이내의 성충을 20마리 접종 후 전자빔과 X-선을 처리하였다. 처리 후 petri dish(∅ 35mm)에

강낭콩 떡잎을 치상한 후 각 petri dish(∅ 35mm)에 성충 2마리를 접종한 후 산란수와 F1세대

의 부화율을 조사 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100, 150, 200, 250 Gy이며 X-선의 목표선

량은 0, 50, 100, 150, 200 Gy로 조사하였다.

(5) 대만총채벌레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대만총채벌레의 알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35mm)에 강낭콩 떡잎을

치상한 후 성충10마리를 접종하여 24시간 동안 산란을 받았다. 성충을 제거한 후 전자빔과 X-

선을 처리하고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50, 100, 150 Gy이며 X선의 목표

선량은 0, 10, 30, 50 Gy로 하였다.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35mm)에 강낭콩 떡잎을 치상한 후 2령약충

30마리를 접종하여 전자빔과 X-선을 처리하고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50, 100, 150 Gy이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30, 50, 100 Gy로 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35mm)에 강낭콩 떡잎을 치상한 후 우화 24h

이내의 성충을 20마리 접종 후 전자빔과 X-선을 처리하였다. 처리 후 petri dish(∅ 35mm)에

강낭콩 떡잎을 치상한 후 각 petri dish(∅ 35mm)에 성충 2마리를 접종한 후 산란수와 F1세대

의 부화율을 조사 하였다.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0, 100, 150, 200, 250 Gy이며 X-선의 목표선

량은 0, 50, 100, 150, 200 Gy로 조사하였다.

(6) 아메리카잎굴파리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아메리카잎굴파리의 알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각 아크릴 사육상(30 x 30 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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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성충을 30~50마리 접종하여 24시간 동안 강낭콩유묘에 산란을 받은 후 산란받은 강낭콩

유묘에 X-선을 처리하고 부화율을 조사하였으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30 Gy로 하였다.

유충에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령 유충이 있는 강낭콩 유묘에 X-선을 처리하고 용화

율과 우화율을 조사하였으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30, 50 Gy로 하였다.

번데기에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용화된지 24시간 이내의 번데기를 petri dish(∅ 35mm)

에 30마리씩 접종한 후 밀봉하여 X-선을 처리하고 우화율을 조사 하였다.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30, 50, 70, 100 Gy로 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우화 24시간 이내의 성충을 유리바이알(2.5 x 7cm)에

접종 후 X-선을 처리하였으며 후에 1쌍씩 아크릴원통케이지에 강낭콩 유묘와 함께 접종 후 산

란수와 F1세대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X-선의 목표선량은 0, 50, 70, 100, 150 Gy로 하였다.

(7) 담배가루이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담배가루이 알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각 아크릴 사육상(30 x 30 x 45㎝)에 성충을

30~50마리 접종하여 토마토유묘에 24시간 동안 산란을 받은 후 성충을 제거 하고 알이 있는

토마토유묘에 X-선을 처리 후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30, 50 Gy로

하였다.

담배가루이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우화한지 24시간 이내의 성충을 유리바이알

(2.5 x 7cm)접종 후 X-선을 처리하였다. 처리 후 2쌍씩 아크릴원통케이지에 토마토유묘와 함

께 접종 후 산란수와 F1세대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30, 50 Gy로 하

였다.

(8) 복숭아혹진딧물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복숭아혹진딧물의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water agar petri dish(∅ 35mm)에

∅35mm의 크기의 배추잎을 치상한 후 1령 약충 30마리를 접종하여 X선을 처리하였다. X선

처리 후 우화율과 산자수를 조사하였으며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20,

30 Gy로 진행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water agar petri dish(∅ 35mm)에 ∅35mm의 크기의 배

추잎을 치상한 후 우화 24시간 이내의 성충을 10마리씩 접종한 후 X선을 처리하였다. 전자빔

과 X선 처리 후 배추잎이 치상된 water agar petri dish에 성충 1마리씩 옮겨 산자수 및 F1세

대의 우화율을 조사하였다.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 하였으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20,

30, 50 Gy로 진행하였다.

(9) 점박이응애에 대한 발육단계별 감수성 평가

점박이응애는 Bifenazate-저항성계통, acequinocyl-저항성계통과 감수성계통에 대하여 감수성평가를 진

행하였으며 감수성 계통의 경우 전자빔과 X-ray 두 선량에 대하여 감수성 평가를 하였으며 저항성계통

의 경우 전자빔만 감수성 평가를 하였다. 각 계통의 점박이응애의 알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60mm)에 물을 충분히 적신 탈지면을 넣고 ∅35mm 크기의 강낭콩잎을 치상한 후

성충 10마리를 접종하여 24 시간동안 산란을 받은 후 성충을 제거한 후 전자빔과 X-선을 처리

하였다. 조사 처리 후 부화율을 조사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고 전자빔 목표

선량은 0, 50, 100, 150 Gy, X-선의 목표선량은 0, 10, 20, 30, 50 Gy로 진행하였다. 약충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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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60mm)에 탈지면을 올린 후 물로 탈지면을 충분히

적신 다음 ∅35mm의 크기의 강낭콩잎을 치상한 후 성충 10마리를 접종하여 24 시간동안 산란

을 받은 후 성충을 제거하였다. 산란 받은 알을 부화시켜 점박이응애가 제1약충기 일 때 전자

빔과 X-선을 처리하였다. 처리 후 우화율과 우화성충의 산란수, 알의 부화율을 조사하였다. 전

자빔 목표선량은 0 , 100, 200, 250, 300, 350, 400 Gy이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150, 200, 250,

300 Gy로 진행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60mm)에 탈지면을 올린 후 물로 탈지면

을 충분히 적신 다음 ∅35mm의 크기의 강낭콩잎을 치상한 후 우화 24h이내의 성충을 접종한

후 전자빔과 X-선을 처리 하였다. 조사 처리 후 산란수, 알의 부화율을 조사하였으며 전자빔

목표선량은 0, 100, 200, 250, 300, 350, 400 Gy이며 X-선의 목표선량은 0, 150, 200, 250, 300

Gy로 진행하였다.

나. 연구결과

(1)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가루깍지벌레에 미치는 영향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가루깍지벌레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3과 같다.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선량이 증가할수록 가루깍지벌레 알의 부화율이 감소하였으며 전자빔의 경우 500 Gy에서 부화가 완

전히 억제되었으며 X선의 경우 250 Gy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가루깍지

벌레의 약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4와 같다. 알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게 전자빔과 X선의 선량이

증가할수록 우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자빔의 경우 250 Gy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

며 X선의 경우 100 Gy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에 대한 영향은 표 5와 같다. 두 방사선의 조

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F1 세대의 부화가 감소하였으며 전자빔의 경우 200 Gy, X선의 경우 150 Gy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3.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가루깍지벌레 알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Hatchability (%)

E-beam

500 3100 0.0 ± 0.0
400 2018 7.5 ± 10.1
300 1707 9.9 ± 3.7

200 797 43.5 ± 16.3

X-ray

250 2170 0.0 ± 0.0
200 2760 0.1 ± 0.2
150 2500 2.6 ± 3.1

100 770 7.9 ± 12.2

Control 0 1984 96.0 ± 6.9

표 4.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가루깍지벌레 약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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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ose (Gy) n Emergence (%)

E-beam

250 150 0.0 ± 0.0

200 150 0.7 ± 1.2
150 150 22.0 ± 4.0

100 150 30.0 ± 5.3

X-ray

100 150 0.0 ± 0.0
70 150 6.0 ± 7.2
50 150 5.3 ± 5.0

30 150 33.3 ± 5.0

Control 0 150 70.7 ± 7.0

표 5.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가루깍지벌레 성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No. of eggs(♀/total) F1 Hatchability (%)

E-beam

200 60 320.0 ± 151.3 0.0 ± 0.0
150 60 605.0 ± 148.5 12.5 ± 2.2
100 60 520.0 ± 114.4 13.5 ± 3.1

50 60 550.0 ± 298.2 98.3 ± 2.4

X-ray

200 60 446.7 ± 271.5 0.0 ± 0.0

150 60 510.0 ± 208.1 0.0 ± 0.0
100 60 480.0 ± 108.2 4.2 ± 1.6
70 60 426.7 ± 272.1 48.2 ± 14.7

Control 0 60 810.0 ± 338.1 99.0 ± 0.8

(2)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귤가루깍지벌레에 미치는 영향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귤가루깍지벌레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자빔과 X선 조

사 시 선량이 증가할수록 가루깍지벌레 알의 부화율이 감소하였으며 전자빔의 경우 400 Gy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X선의 경우 250 Gy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귤가루

깍지벌레의 약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7과 같다. 알에서의 결과와 비슷하게 전자빔과 X선의 선

량이 증가할수록 우화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자빔의 경우 250 Gy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

되었으며 X선의 경우 100 Gy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에 대한 영향은 표 8과 같다. 두 방사

선의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F1 세대의 부화가 감소하였으며 전자빔의 경우 200 Gy, X선의 경우 150

Gy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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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귤가루깍지벌레 알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Hatchability (%)

E-beam

500 1371 0.0 ± 0.0

400 1218 5.4 ± 1.0
300 1029 16.0 ± 6.1

200 733 48.7 ± 4.3

X-ray

250 1317 0.0 ± 0.0
200 1018 0.9 ± 0.8
150 1533 3.4 ± 2.4

100 1063 9.0 ± 3.2

Control 0 1671 96.6 ± 2.1

표 7.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귤가루깍지벌레 약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Emergence (%)

E-beam

250 150 0.0 ± 0.0
200 150 4.0 ± 2.0
150 150 24.0 ± 6.9

100 150 28.7 ± 6.1

X-ray

100 150 0.0 ± 0.0
70 150 4.0 ± 2.0
50 150 8.7 ± 2.3

30 150 31.3 ± 8.1

Control 0 150 90.0 ± 6.0

표 8.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가루깍지벌레 성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No. of eggs(♀/total) F1 Hatchability (%)

E-beam

200 60 378.3 ± 111.8 0.0 ± 0.0
150 60 470.3 ± 167.6 8.1 ± 3.1
100 60 754.3 ± 125.0 17.5 ± 2.6

50 60 553.7 ± 136.4 91.5 ± 6.0

X-ray

200 60 450.0 ± 115.3 0.0 ± 0.0
150 60 470.0 ± 190.8 0.0 ± 0.0

100 60 496.7 ± 80.2 6.0 ± 2.2
70 60 513.3 ± 197.6 43.8 ± 6.1

Control 0 60 637.7 ± 194.5 92.3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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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자빔과 X선 조사가 목화진딧물에 미치는 영향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목화진딧물 약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9와 같다.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우화율에는 큰 영향은 없었으나 우화성충의 산자수는 전자빔의 100 Gy, X선의 30 Gy에서 완전히 억제

되었다. 성충에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전자빔의 경우 100 Gy부터 산자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 Gy

에서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X선의 경우 10, 30 Gy에서부터 산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F1 세대 우화

율 또한 감소하였으며 전자빔의 경우 200 Gy, X선의 경우 50 Gy에서 F1 세대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

다(표 10).

전자빔 조사 시 감수성과 imidacloprid 저항성계통 목화진딧물 약충에 미치는 영향은 표 11과

같다. 우화율과 우화성충의 수명에 두 계통 모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산자수의 경우 100

Gy에서 두 계통 모두 억제되었다. 두 계통 목화진딧물 성충에 미치는 영향은 표 12와 같다. 수

명의 경우 200 Gy에서 두 계통 모두 수명이 다소 감소하였다. 산자수의 경우 두 계통 모두

100 Gy 이상에서 산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F1 세대의 우화는 목표선량 150 Gy에서 두 계통 모

두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 Gy에서는 두 계통 모두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9. 전자빔과 X선 조사가 목화진딧물 약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Emergence (%) No. nymphs(♀/total)

E-beam

150 79 87.0 ± 11.1 0.0 ± 0.0
100 82 87.4 ± 5.2 0.0 ± 0.0

50 85 88.8 ± 3.6 35.0 ± 13.5

X-ray

30 88 85.3 ± 6.5 0.0 ± 0.0
20 46 86.0 ± 6.1 0.9 ± 0.9

10 55 87.2 ± 4.7 10.8 ± 5.0

Control 0 76 91.7 ± 5.3 38.2 ± 20.2

표 10. 전자빔과 X선 조사가 목화진딧물 성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No. nymphs (♀/total) F1 Emergence (%)

E-beam

200 88 3.0 ± 1.7 0.0 ± 0.0
150 78 4.0 ± 3.2 6.6 ± 2.9
100 85 3.6 ± 2.2 78.3 ± 4.0

50 79 37.9 ± 6.4 92.3 ± 2.8

X-ray

50 55 1.2 ± 0.4 0.0 ± 0.0

30 51 2.5 ± 0.6 ±
20 33 6.3 ± 0.7 78.2 ± 5.7

10 53 18.8 ± 3.4 89.7 ± 4.0

Control 0 72 33.1 ± 2.7 93.2 ±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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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자빔 조사 시 감수성과 imidacloprid 저항성계통의 목화진딧물 약충에 미치는 영향

Do
se
(G
y)

Stra
in N

Emergen
ce rate
(%)

P 2)
Nymphal
period
(days)

P
Adult
longevity
(days)

P
No. of
offspring
(total)

P
F1

emergen
ce

rate (%)
P

15
0

S 79 87.0 ±
11.1a1) 0.8

71

3.8 ± 0.4 a
0.5
99

8.9 ±
2.4ab 0.2

13

0.0 ± 0.0a
-

-
-

IMI
-R 80 89.6 ±

9.5a 3.7 ± 0.9 a 8.1 ± 2.2a 0.0 ± 0.0a -

10
0

S 82 87.4 ±
5.2a 0.6

86

4.2 ± 1.0 a
0.8
89

10.0 ±
2.6ab 0.1

36

0.0 ± 0.0a
-

-
-

IMI
-R 77 89.4 ±

4.1a 4.2 ± 1.0 a 9.2 ±
2.5ab 0.0 ± 0.0a -

50
S 85 88.8 ±

3.6a 0.8
37

4.5 ± 0.3 a
0.1
29

10.9 ±
3.7b 0.6

54

35.0 ±
13.5b 0.4

48

89.8 ±
4.9a 0.7

55IMI
-R 89 88.2 ±

3.6a 4.8 ± 4.0 a 10.0 ±
3.4ab 27.9 ± 4.4b 90.8 ±

2.5a

0
S 83 91.7 ±

8.4a 0.9
68

4.5 ± 0.6 a
0.6
65

10.1 ±
3.5ab 0.7

84

42.2 ± 7.8b
0.0
49

93.2 ±
7.5a 0.9

78IMI
-R 91 92.1 ±

8.4a 4.6 ± 0.5 a 10.4 ±
3.5ab 29.5 ± 3.6b 91.5 ±

6.7a
1)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SAS Institute, 2003).
2) t-tests were used for the comparison of the S and IMI-R strain and experimental results with t-test probability values

lower than 0.05 (P < 0.05) were considered significant

표 12. 전자빔 조사 시 감수성과 imidacloprid 저항성계통의 목화진딧물 성충에 미치는 영향

Dose
(Gy) Strai

n
N

Adult
longevity
(days)

P 2)
No. of
offspring
(total)

P
F1

emergence
rate
(%)

P

200
S 88 9.8 ± 3.2abc1)

0.056
3.0 ± 1.7a

0.368
0.0 ± 0.0a

-IMI-
R 96 8.1 ± 3.0a 1.9 ± 1.4a 0.0 ± 0.0a

150
S 78 11.

2 ± 3.1bcd
0.005

4.0 ± 3.2a
0.421

6.6 ± 2.9b
0.464

IMI-
R 89 9.0 ± 3.5ab 2.2 ± 0.7a 4.7 ± 4.6a

100
S 85 11.

5 ± 3.0bcd
0.001

3.6 ± 2.2a
0.309

78.
3 ± 4.0b

0.536
IMI-
R 95 9.1 ± 2.9ab 2.1 ± 0.3a 80.

8 ± 5.4bc

50
S 79 12.

6 ± 2.6cd
0.019

37.9 ± 6.4d
0.006

92.
3 ± 2.8cd

0.541
IMI-
R 85 9.6 ± 3.9ab 20.2 ± 3.5b 88.

8 ± 7.8bcd

0
S 91 13.

9 ± 2.6d
0.002

34.3 ± 6.5cd
0.029

93.
8 ± 5.4d

0.416
IMI-
R 87 10.

9 ± 4.4abc 24.1 ± 3.0bc 90.
3 ± 4.8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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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eans within each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SAS Institute, 2003).
2) t-tests were used for the comparison of the S and IMI-R strain and experimental results with t-test probability values

lower than 0.05 (P < 0.05) were considered significant

(4)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꽃노랑총채벌레에 미치는 영향

꽃노랑총채벌레 알에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전자빔의 100 Gy, X선의 30 Gy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

제되었다(표 13). 약충의 경우 전자빔의 150 Gy, X선의 50 Gy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14). 성

충에 대한 감수성평가 결과는 표 15와 같다. 두 방사선 모두 산란수가 무처리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자빔 250 Gy, X선 200 Gy 에서도 완전히 억제되지는 않았다. F1 세대의 부화율의 경우 전자빔 200

Gy, X선의 200 Gy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13.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꽃노랑총채벌레 알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Hatchability (%)

E-beam

150 157 0.0 ± 0.0

100 159 0.0 ± 0.0

50 170 73.6 ± 6.7

X-ray

50 132 0.0 ± 0.0

30 186 0.0 ± 0.0

10 176 52.7 ± 10.6

Control 0 172 85.2 ± 4.5

표 14.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꽃노랑총채벌레 약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Emergence (%)

E-beam

150 90 0.0 ± 0.0

100 90 20.0 ± 9.4

50 90 71.1 ± 9.1

X-ray

50 90 0.0 ± 0.0
30 90 0.0 ± 0.0

10 90 45.6 ± 6.6

Control 0 90 92.2 ± 5.0

표 15. 전자빔과 X선 조사가 꽃노랑총채벌레 성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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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ose (Gy) n No. of eggs (♀/total) F1 Hatchability (%)

E-beam

250 90 1.2 ± 0.8 0.0 ± 0.0

200 90 3.4 ± 0.8 0.0 ± 0.0
150 90 3.0 ± 0.6 7.6 ± 6.4

100 90 2.7 ± 1.0 18.0 ± 7.1

X-ray

200 90 2.2 ± 1.0 0.0 ± 0.0
150 90 2.2 ± 1.4 1.5 ± 2.1
100 90 2.8 ± 1.1 6.1 ± 3.5

50 90 3.8 ± 2.2 23.9 ± 12.0

Control 0 90 27.8 ± 3.3 88.2 ± 5.7

(5) 전자빔과 X선 조사가 대만총채벌레에 미치는 영향

대만총채벌레 알에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전자빔의 100 Gy, X선의 50 Gy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

되었다(표 16). 약충의 경우 전자빔의 150 Gy, X선의 30 Gy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17). 성충

에 대한 감수성평가 결과는 표 18과 같다. 두 방사선 모두 산란수가 무처리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나 전

자빔 250 Gy, X선 200 Gy 에서도 완전히 억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F1 세대의 부화율의 경우 전자빔

250 Gy, X선의 200 Gy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16. 전자빔과 X선 조사가 대만총채벌레 알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Hatchability (%)

E-beam

100 87 0.0 ± 0.0

70 105 16.0 ± 3.3

50 89 85.5 ± 4.0

X-ray

50 125 0.0 ± 0.0
30 147 9.1 ± 1.9

10 120 69.5 ± 8.8

Control 0 103 88.2 ± 3.7

표 17. 전자빔과 X선 조사가 대만총채벌레 약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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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ose (Gy) n Emergence (%)

E-beam

150 90 0.0 ± 0.0

100 90 10.0 ± 12.6

50 90 76.7 ± 8.2

X-ray

50 90 0.0 ± 0.0
30 90 0.0 ± 0.0

10 90 36.7 ± 15.3

Control 0 90 88.3 ± 7.5

표 18. 전자빔과 X선 조사가 대만총채벌레 성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No. of eggs (♀/total) F1 Hatchability (%)

E-beam

250 90 5.4 ± 1.8 0.0 ± 0.0
200 90 6.3 ± 3.1 8.3 ± 13.2

100 90 6.7 ± 2.7 38.2 ± 31.2

X-ray

200 90 6.1 ± 2.5 0.0 ± 0.0
150 90 7.4 ± 1.5 8.3 ± 9.1

100 90 7.0 ± 2.8 6.3 ± 6.7

Control 0 90 33.9 ± 15.3 82.4 ± 4.2

(6) X선 조사가 아메리카잎굴파리에 미치는 영향

아메리카잎굴파리 알에 X선 조사 시 30 Gy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19). 유충의 경우 모

든 선량에서 용화율에 영향은 없었으나 50 Gy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20). 번데기에 대한 감

수성 평가 결과는 표 21과 같다.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우화율이 감소 하였으며 100 Gy에서 우화가 완전

히 억제되었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평가 결과는 표 22와 같다. 산란수가 무처리 대비 감소하였으나 X선

150 Gy 에서도 완전히 억제되지는 않았다. F1 세대의 부화율의 경우 무처리 대비 크게 감소하였으며 150

Gy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19. X선 조사가 아메리카잎굴파리의 알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Hatchability (%)

X-ray
30 202 0.0 ± 0.0

10 166 35.2 ± 4.5

Control 0 127 87.4 ± 4.6

표 20. X선 조사가 아메리카잎굴파리의 유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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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ose (Gy) n Pupation (%) Emergence (%)

X-ray

70 242 84.0 ± 4.8 0.0 ± 0.0

50 236 85.1 ± 2.3 0.0 ± 0.0

30 244 81.1 ± 4.8 1.0 ± 1.7

10 238 90.8 ± 0.9 41.7 ± 7.3

Control 0 205 87.8 ± 1.9 83.8 ± 3.6

표 21. X선 조사가 아메리카잎굴파리의 번데기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Emergence (%)

X-ray

100 90 0.0 ± 0.0

70 90 1.3 ± 3.1

50 90 23.8 ± 3.1

30 90 25.5 ± 3.6

10 90 73.5 ± 10.1

Control 0 90 78.1 ± 6.2

표 22. X선 조사가 아메리카잎굴파리의 성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No. of eggs (♀/total) F1 Hatchability (%)

X-ray

150 90 20.1 ± 17.8 0.0 ± 0.0
100 90 35.4 ± 20.5 0.7 ± 1.2
70 90 76.2 ± 37.3 16.3 ± 9.8

50 90 78.6 ± 60.7 18.8 ± 14.7

Control 0 90 172.7 ± 90.0 81.8 ± 7.8

(7) X선 조사가 담배가루이에 미치는 영향

담배가루이 알에 X선 조사 시 알의 부화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50 Gy에서 완전히 억제

되었다(표 23). 성충에 조사 시 산란수는 크게 차이가 없었으며 30 Gy에서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

제되었다(표 24).

표 23. X선 조사가 담배가루이의 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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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ose (Gy) n Hatchability (%)

X-ray

70 183 0.0 ± 0.0

50 155 0.0 ± 0.0

30 233 12.5 ± 15.0

10 214 92.5 ± 4.6

Control 0 296 90.5 ± 9.5

표 24. X선 조사가 담배가루이의 성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No. of eggs (♀/total) F1 Hatchability (%)

X-ray

50 60 87.7 ± 13.6 0.0 ± 0.0
30 60 95.0 ± 11.7 0.0 ± 0.0

10 60 88.0 ± 18.0 90.0 ± 3.1

Control 0 60 100.0 ± 31.9 90.0 ± 9.3

(8) X선 조사가 복숭아혹진딧물에 미치는 영향

X선 조사 시 복숭아혹진딧물 약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25와 같다. X선 조사 시 우화율에는 큰

영향은 없었으나 우화성충의 산자수는 30 Gy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에 X선 조사 시 10, 20, 30

50 Gy에서부터 산자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F1 세대 우화율 또한 감소하였으며 50 Gy에서 F1 세대 우화

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26).

표 25. X선 조사가 복숭아혹진딧물 약충에 미치는 영향

Radiation Dose (Gy) n Emergence (%) No. nymphs(♀/total)

X-ray

30 90 86.8 ± 3.5 0.0 ± 0.0
20 90 88.1 ± 3.2 1.0 ± 0.7

10 90 88.8 ± 4.4 11.1 ± 4.9

Control 0 90 90.7 ± 5.8 34.6 ± 8.0

표 26. X선 조사가 복숭아혹진딧물 성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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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ose (Gy) n No. nymphs (♀/total) F1 Emergence (%)

X-ray

50 90 3.5 ± 1.3 0.0 ± 0.0

30 90 5.7 ± 2.5 6.2 ± 3.5
20 90 7.1 ± 1.7 45.3 ± 3.4

10 90 14.4 ± 4.4 84.5 ± 3.8

Control 0 90 34.4 ± 5.7 89.4 ± 5.9

(9) 전자빔조사가 점박이응애에 미치는 영향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점박이응애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27과 같다.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선량이 증가할수록 점박이응애 알의 부화율이 감소하였으며 전자빔의 경우 150 Gy에서 부화가 완전

히 억제되었으며 X선의 경우 50 Gy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전자빔과 X선 조사 시 점박이응애

약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28과 같다. 우화의 경우 두 방사선 모두 선량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 산란수에서 두 방사선에서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산란수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전자빔의 경우 400 Gy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X선의 경우 300 Gy에서 우화성충의

산란이 억제되었다. 성충에 대한 영향은 표 29와 같다. 두 방사선의 조사선량이 증가 할수록 F1 세대의

부화가 감소하였으며 전자빔의 경우 400 Gy, X선의 경우 300 Gy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

다.

잔자빔 조사 시 각 계통의 점박이응애의 알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30과 같다. 전자빔

조사 시 선량이 증가할수록 알의 부화율이 3계통 모두 감소하였으며 150 Gy에서 3계통의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약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31과 같다. 우화율의 경우 3계

통 모두 선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산란 수 또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acequinocyl, bifenazate 저항성계통은 300 Gy 선량에서 산란이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감수성계

통의 경우 400 Gy 선량에서 산란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32와 같다. 산란수에서는 조사처리에 따라 3계통 모두 크게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조사받은 선량이 증가할수록 알의 부화율이 3계통 모두 감소하였으며 400 Gy 조사선량에

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따라서, 약제저항성 점박이응애에 대한 이온화에너지 조사

효과는 감수성과 차이가 없었다.

표 27. 전자빔과 X선 조사가 점박이응애 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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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Dose (Gy) n Hatchability (%)

E-beam

150 179 0.0 ± 0.0

100 170 4.8 ± 4.8
70 151 36.3 ± 4.3

50 187 79.4 ± 5.5

X-ray

50 201 0.0 ± 0.0
30 200 1.2 ± 1.9
20 164 8.2 ± 8.4

10 196 52.3 ± 12.2

Control 0 147 91.0 ± 6.2

표 28. 전자빔과 X선 조사가 점박이응애의 약충에 미치는 영향

표 29. 전자빔과 X선 조사가 점박이응애의 성충에 미치는 영향

표 30. 전자빔 조사가 감수성(S) 및 bifenazate(B-R), acequinocyl(A-R) 저항성계통 점박이응

Radiation
Dose

(Gy)
n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1)(%)

E-beam

400 90 88.5 ± 3.7 1.3 ± 1.9 0.0 ± 0.0

350 90 90.1 ± 5.0 1.9 ± 1.8 7.3 ± 10.1

300 90 89.6 ± 3.9 4.6 ± 6.5 36.5 ± 27.1

250 90 82.1 ± 3.9 5.3 ± 8.7 31.2 ± 35.4

X-ray

300 90 89.2 ± 6.0 0.0 ± 0.0 -

250 90 91.7 ± 3.9 0.9 ± 2.4 13.5 ± 17.7

200 90 90.0 ± 1.8 1.0 ± 2.4 10.1 ± 12.3

150 90 88.2 ± 5.8 6.7 ± 9.0 26.7 ± 22.7

0 0 90 91.1 ± 1.9 50.7 ± 18.4 91.3 ± 3.8

Radiation
Dose

(Gy)
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1)(%)

E-beam

400 90 33.0 ± 5.3 0.0 ± 0.0

350 90 44.3 ± 16.2 1.1 ± 2.1

300 90 49.3 ± 10.0 16.7 ± 9.3

250 90 48.4 ± 10.6 12.9 ± 10.9

X-ray

300 90 41.5 ± 5.0 0.0 ± 0.0

250 90 43.3 ± 8.9 2.0 ± 3.9

200 90 52.6 ± 8.3 12.4 ± 9.5

150 90 43.5 ± 16.0 22.1 ± 12.4

0 0 90 67.8 ± 24.4 90.4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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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의 알에 미치는 영향

Dose Strain n Hatchabiliy (%)

150

A-R 135 0.0 ± 0.0
B-R 202 0.0 ± 0.0

S 296 0.0 ± 0.0

100

A-R 155 14.3 ± 12.4
B-R 168 34.3 ± 15.3

S 273 4.8 ± 4.8

50

A-R 120 80.0 ± 13.3
B-R 198 82.2 ± 11.1

S 273 93.5 ± 2.5

0

A-R 122 84.8 ± 8.6
B-R 187 93.6 ± 3.1

S 281 89.1 ± 5.8

표 31. 전자빔 조사가 감수성(S) 및 bifenazate(B-R), acequinocyl(A-R) 저항성계통 점박이응

애의 약충에 미치는 영향

Dose Strain n Emergence (%) No. of eggs(♀/total) F1 Hatchability (%)

400

A-R 136 31.3 ± 4.8 0.0 ± 0.0 -
B-R 136 15.3 ± 5.3 0.0 ± 0.0 -

S 187 27.5 ± 14.8 0.0 ± 0.0 -

300

A-R 145 27.6 ± 11.1 0.0 ± 0.0 -
B-R 127 31.6 ± 24.1 0.0 ± 0.0 -

S 187 48.4 ± 16.1 2.6 ± 5.0 0.0 ± 0.0

200

A-R 88 54.7 ± 11.4 6.5 ± 6.8 12.1 ± 21.4

B-R 129 31.1 ± 0.4 8.5 ± 10.7 0.0 ± 0.0

S 252 38.5 ± 4.3 17.4 ± 14.7 15.2 ± 28.2

100

A-R 102 70.7 ± 3.1 31.2 ± 21.0 58.5 ± 17.2
B-R 99 68.7 ± 0.1 7.2 ± 5.1 0.0 ± 0.0

S 235 61.3 ± 11.4 5.7 ± 6.4 84.2 ± 15.7

0

A-R 150 87.7 ± 8.3 46.3 ± 20.0 90.4 ± 4.0
B-R 154 75.3 ± 2.3 38.5 ± 20.2 91.3 ± 4.9

S 223 88.0 ± 0.7 40.8 ± 27.7 95.7 ± 3.0

표 32. 전자빔 조사가 감수성(S) 및 bifenazate(B-R), acequinocyl(A-R) 저항성계통 점박이응

애의 성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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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 Strain n No. of eggs(♀/total) F1 Hatchability (%)

400

A-R 20 32.4 ± 5.2 0.0 ± 0.0

B-R 20 19.0 ± 5.3 0.0 ± 0.0

S 20 33.0 ± 4.2 0.0 ± 0.0

300

A-R 20 38.9 ± 3.7 0.0 ± 0.0

B-R 20 20.0 ± 4.8 2.0 ± 4.5

S 20 49.3 ± 4.1 16.7 ± 9.3

200

A-R 20 40.6 ± 4.5 0.6 ± 0.8
B-R 20 21.3 ± 1.6 0.8 ± 1.7

S 20 50.3 ± 3.6 18.8 ± 8.8

100

A-R 20 70.1 ± 5.2 66.3 ± 10.2
B-R 20 51.6 ± 4.1 63.1 ± 12.1

S 20 64.9 ± 3.7 43.3 ± 11.1

0

A-R 20 44.6 ± 1.4 92.6 ± 6.5
B-R 20 38.8 ± 2.1 95.9 ± 2.6

S 20 69.1 ± 3.3 88.9 ± 6.0

3. 전자빔 조사에 따른 검역해충의 세포수준에서의 변화조사

가. 연구방법

(1) Comet assay를 이용한 DNA의 손상정도 분석

전자빔에 의한 해충의 DNA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comet assa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BS 용액에 충을 needle로 마쇄하여 100 ㎛ stainer로 세포를 분리한 후 분리한 세포용액을

LMAgarose와 1:10의 비율이 되게 섞어준 다음 50 ㎕를 취하여 슬라이드에 도말한다. 도말한

슬라이드를 4℃ 암조건에서 10분간 처리 후 슬라이드를 Lysis solution에 50분간 처리한다.

Alkaline Unwinding solution에 암조건에서 30분간 처리한다. 후에 Alkaline electrophoresis

solution에서 전기영동을 30분간 처리한다. 전기영동 후 슬라이드에 있는 전기영동용액을 제거

하고 증류수에 5분간 2번 처리한 후 70% ethanol에 처리 후 45℃에서 슬라이드에 있는

LMAgarose를 건조시킨다. 전조처리가 끝난 슬라이드에 SYBR Green을 100㎕ 처리 후 4℃ 암

조건에서 5분간 처리 후 슬라이드에서 SYBR Green을 제거 후 암조건에서 형광현미경으로 확

인하였다.

(2) Comet assay를 이용한 DNA 손상 후 회복 분석

전자빔에 의해 손상된 DNA의 회복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comet assa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목화진딧물 감수성, imidacloprid 저항성 계통 성충을 전자빔 조사 직 후, 1일, 3일, 5일, 7일 후

에 sampling하여 comet assay를 실시하였다. Head와 tail의 길이를 측정하여 total length에서

tail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ratio값을 산출하여 DNA회복 정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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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l-time PCR을 이용한 특정 유전자 발현

목화진딧물 감수성, imidacloprid 저항성 계통 성충에 전자빔 조사 후 6 h, 12 h, 24 h, 48 h 후

에 sampling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목화진딧물의 RNA는 easy-spin™ Total RNA Extraction

Kit (iNtRON, Korea)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무시성충 10마리에 Lysis buffer를 가하여 유리막대로 분

쇄 후 200 ㎕의 chloroform을 첨가하여 4℃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binding column tube

를 사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cDNA는 Maxime RT PreMix (iNtRON), Korea)를 사용하여 45℃에서

60분 95℃에서 5분 반응시켜 qRT-PCR의 template로 사용하였다. 전자빔 조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후보 유전자 4개 (P450, HSP70, Cuticle protein, elongation factor)를 선정하여 primer를 제

작하였으며 18S를 housekeeping gene으로 사용하였다(표 33). qRT-PCR은 holding time 5분, 95℃에서

15초, 55℃에서 15초, 72℃에서 20초(40 cycle)를 Rotor Gene-Q (QIAFEN, Hilden, Germany)를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qRT-PCR은 SYBR 10 ㎕, 각각의 primer 1 ㎕씩, cDNA 2 ㎕를 포함하여 총 volume 20 ㎕

으로 수행되었다.

표 33. Primers used for qPCR

Primers Sequence (5'→3')
Size

 (mer)

18S-F CGATACGTTACTAGGGCTACCG 22

18S-R ACACGCTGATTCCTTCAGTGTA 22

Elongation facor 1 alpha-F TCCCAGGCTGATTGTGCTGTGC 22

Elongation facor 1 alpha-R GTCCATCTTGTTCACACCAACG 22

Cuticle protein-F ATGGCATACATGTTCGTAGTCAT 23

Cuticle protein-R AGAGTATGAAGAAGGTGCAGCG 22

HSP70-F TGATTCGTTGTTTGAAGGTGTC 22

HSP70-R AATGTCATTGATGGCAGACTTG 22

P450 a14-F TGCGACAAAGAATCGACATAGT 22

P450 a14-R ACTAAAATGTCATCGGGCACTT 22

가. 연구결과

(1) Comet assay를 이용한 DNA의 손상정도 분석

전자빔 조사가 목화진딧물의 세포내 DNA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빔 조사 후 세포를 분리

하여 comet assay를 실시하였다. Comet assay는 세포내 DNA 손상정도를 알아보는 분자생물학적 실험

기법으로 세포가 손상 받으면 동그란 형태의 DNA가 혜성(comet)처럼 긴 꼬리를 나타내게 된다. 전자빔

조사에 의해 목화진딧물 감수성(그림 11)과 imidacloprid 저항성계통(그림 12)의 DNA 손상정도는 그림과

같으며 0 Gy에서는 tail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짧아 DNA의 손상이 적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감수성과

imidacloprid 저항성 계통 모두 전자빔의 선량이 증가할수록 tail의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전자빔의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DNA 손상정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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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목화진딧물 감수성의 comet assay 이미지(A)와 tail 이동 그래프 (B)

그림 12. 목화진딧물 imidacloprid-저항성의 comet assay 이미지(A)와 tail 이동 그래프 (B)

(2) Comet assay를 이용한 DNA 손상 후 회복 분석

전자빔 조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DNA 손상의 회복 정도를 관찰하였다. 감수성계통의 결과

는 그림 13과 그림 14와 같으며 imidacloprid 저항성계통의 결과는 그림 15과 그림 16과 같다.

두 계통 모두 전자빔 조사 직 후 DNA의 손상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DNA가 서서히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50 Gy에서는 7일이 지난 후 대조군(0 Gy)과 거의 비

슷한 수준으로 회복 되었으나 100 Gy 이상에서는 DNA의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 668 -

그림 13. 목화진딧물 감수성계통의 전자빔 목표선량에 따른 come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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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목화진딧물 감수성계통의 전자빔 조사 후 DNA 손상 회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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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목화진딧물 imidacloprid-저항성계통의 전자빔 목표선량에 따른 comet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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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목화진딧물 imidacloprid-저항성계통의 전자빔 조사 후 DNA 손상 회복정도

(3) Real-time PCR을 이용한 특정유전자 발현

전자빔 조사가 목화진딧물 감수성과 imidacloprid-저항성계통의 특정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 real-time qPCR을 이용하여 특정유전자의 발현정도를 확인하였다(그림

17). 전자빔 조사 후에 두 계통 모두 4개의 유전자 모두 발현양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감수성

계통보다 imidacloprid 저항성 계통에서 발현양이 더 많았으며 시간에 따른 발현양의 차이도

감수성 계통보다 imidacloprid 저항성계통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imidacloprid 저항성계통에서

p450은 50, 100 Gy에서 발현양이 증가하였으나 150, 200 Gy에서는 다소 감소하였다. HSP70의

발현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현양이 증가하였으나 48 h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cuticle protein

은 24 h까지 증가하다가 24 h 이 후에는 감소하였다. elongation factor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발현양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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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목화진딧물 감수성과 imidacloprid-저항성계통에서의 유전자 발현정도

4. 대상해충에 따른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충, 실증시험, 및 가이드라인 제시

가. 화훼박스 내 위치에 다른 방사선 감수성 평가

(1) 연구방법

화훼 박스 내 위치에 따른 해충별, 발육단계별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높이 50 cm의 화훼박스를 제

작하였다. 박스높이에 따라 상부, 중부, 하부 등 3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조사대상 해충을 배치한 후

장미, 국화, 백합을 각 박스를 채운 후 방사선을 조사하였다(그림 18). 조사대상 해충은 아메리카잎굴파

리, 담배거세미나방, 점박이응애, 복숭아혹진딧물, 목화진딧물, 담배가루이, 대만총채벌레 등이며 각 해충

의 발육단계별 박스 내 위치에서 억제선량을 구하여 최소억제선량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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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박스 내 위치 별 해충의 배치 및 방사선 처리 방법

(2) 연구결과

① 점박이응애

㉮ 전자빔

장미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33과 같다. 알의 경우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약충의 경우 우화성충의 산란수가 상부에선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F1세대의

부화의 경우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성충의 경우에서 상부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장미박스 내 전자빔 3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34와 같다. 약충에선 상부와 중부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나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성충에

서는 상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 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국화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35와 같다. 알의 경우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약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억제되었으며 성충 또한 상부에서

만 F1세대의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국화 박스 내 전자빔 3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36

과 같다. 약충에선 상부에서만 우화성충의 산란이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세대

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백합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2와 같다. 알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

에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약충에서는 상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

우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백합 박스 내 3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

가결과는 표 37과 같다. 약충에서는 상부에서만 우화성충의 산란이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상

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34.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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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표 36.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Control 92.6 ± 3.9 　 - 　 　 - 　 　 - 　

Nymph

Top 　 -　　 83.7 ± 4.1 0.0 ± 0.0 -

Middle - 83.2 ± 5.1 4.5 ± 5.7 1.0 ± 1.4

Bottom - 89.7 ± 1.4 17.2 ± 7.8 17.3 ± 6.5

Control 　 - 　 94.7 ± 6.1 52.7 ± 24.4 84.6 ± 7.8

Adult

Top 　 -　　 　 -　　 37.3 ± 6.5 0.0 ± 0.0

Middle - - 33.1 ± 12.4 9.7 ± 4.0

Bottom - - 36.7 ± 9.0 18.6 ± 4.8
Control 　 - 　 　 - 　 51.2 ± 2.3 86.0 ± 3.6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Nymph

Top 90.4 ± 10.0 0.0 ± 0.0 -

Middle 91.8 ± 3.2 1.9 ± 2.5 0.0 ± 0.0

Bottom 90.3 ± 0.9 10.3 ± .8.6 12.4 ± 6.4

Control 92.2 ± 2.4 58.2 ± 13.0 81.5 ± 2.9

Adult

Top 　 -　 　 26.3 ± 4.1 0.0 ± 0.0

Middle - 38.5 ± 12.3 2.3 ± 1.1

Bottom - 42.5 ± 11.2 11.3 ± 2.4
Control 　 - 　 50.1 ± 17.4 92.2 ± 5.5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2.6 ± 3.9 　 - 　 　 - 　 　 - 　

Nymph

Top 　 -　　 82.5 ± 0.8 0.7 ± 2.1 0.0 ± 0.0

Middle - 88.6 ± 7.9 1.4 ± 1.4 0.8 ± 1.7

Bottom - 89.3 ± 9.4 19.9 ± 14.3 21.0 ± 10.0

Control 　 - 　 94.7 ± 6.1 52.7 ± 24.4 84.6 ± 7.8

Adult
Top 　 -　　 　 -　　 35.9 ± 12.9 0.0 ± 0.0

Middle - - 31.1 ± 13.4 7.6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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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7.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표 38.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백합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표 39.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백합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Nymph

Top 90.6 ± 4.2 0.0 ± 0.0 -

Middle 90.1 ± 2.8 4.5 ± 6.0 0.5 ± 0.5

Bottom 93.1 ± 4.0 21.2 ± 13.3 11.2 ± 6.0

Control 92.2 ± 2.4 58.2 ± 13.0 81.5 ± 2.9

Adult

Top 　 -　 　 24.1 ± 14.3 0.0 ± 0.0

Middle - 33.1 ± 14.6 2.6 ± 1.4

Bottom - 55.5 ± 16.9 10.2 ± 4.2
Control 　 - 　 50.1 ± 17.4 92.2 ± 5.5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1.8 ± 3.6 　 - 　 　 - 　 　 - 　

Nymph

Top 　 -　　 88.8 ± 2.3 0.3 ± 0.7 0.0 ± 0.0

Middle - 89.4 ± 2.0 5.9 ± 6.1 26.3 ± 18.1

Bottom - 90.8 ± 2.4 42.2 ± 11.2 48.4 ± 4.1

Control 　 - 　 90.5 ± 5.5 60.8 ± 10.0 81.6 ± 8.3

Adult

Top 　 -　　 　 -　　 40.7 ± 5.3 0.2 ± 0.5

Middle - - 41.6 ± 6.6 41.0 ± 12.3

Bottom - - 48.7 ± 12.1 41.7 ± 14.2
Control 　 - 　 　 - 　 67.2 ± 15.1 81.2 ± 15.0

Bottom - - 35.4 ± 8.8 17.4 ± 6.9
Control 　 - 　 　 - 　 51.2 ± 2.3 86.0 ± 3.6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Nymph

Top 89.6 ± 0.4 0.0 ± 0.0 -

Middle 90.6 ± 7.1 8.7 ± 3.8 2.7 ± 2.0

Bottom 91.1 ± 1.7 21.1 ± 3.8 9.9 ± 4.4

Control 93.1 ± 3.2 60.6 ± 14.7 86.3 ± 4.5

Adult Top 　 -　 　 17.7 ± 6.0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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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선

장미 박스 내 X-선 15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0과 같다. 알의 경우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약충과 성충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

지 못하였다. 장미박스 내 X-선 2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1과 같다. 약충에선 박스 내 모

든 위치에서 F1세대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반면 성충에서는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국화 박스 내 X-선 15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2와 같다. 알의 경우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약충과 성충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국화 박스 X-선 2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43과 같다. 약충에서 박스 내 모든 위

치에서 우화성충의 산란이 완전히 억제되었으나 성충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 부화가 완전

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백합 박스 내 X-선 15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4과 같다. 알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

서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약충에서는 상부에서만 우화성충의 산란이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

우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백합 박스 X-선 2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5와 같다. 약충에서는 상부에서만 우화성충의 산란이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40.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표 41.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Middle - 30.6 ± 13.9 7.3 ± 9.4

Bottom - 29.2 ± 12.1 5.5 ± 5.0
Control 　 - 　 47.8 ± 17.0 86.3 ± 4.0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0.2 ± 2.4 　 - 　 　 - 　 　 - 　

Nymph

Top 　 -　　 88.6 ± 3.0 7.2 ± 13.7 6.1 ± 15.8

Middle - 86.7 ± 3.9 37.0 ± 15.8 38.1 ± 19.6

Bottom - 85.7 ± 4.5 50.1 ± 31.3 58.5 ± 18.6

Control 　 - 　 88.1 ± 7.5 61.4 ± 25.5 84.1 ± 6.2

Adult

Top 　 -　　 　 -　　 43.6 ± 12.6 13.6 ± 8.4

Middle - - 45.3 ± 12.5 27.2 ± 11.5

Bottom - - 46.8 ± 27.0 27.2 ± 7.5
Control 　 - 　 　 - 　 66.4 ± 32.1 87.1 ± 2.1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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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표 43.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표 44.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백합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Nymph

Top 87.3 ± 3.5 0.0 ± 0.0 -

Middle 84.8 ± 3.3 0.0 ± 0.0 -

Bottom 89.7 ± 3.4 1.8 ± 4.0 0.0 ± 0.0

Control 89.1 ± 6.1 95.9 ± 23.6 80.2 ± 2.8

Adult

Top 　 -　 　 40.2 ± 5.0 2.1 ± 3.5

Middle - 40.3 ± 5.2 8.6 ± 6.5

Bottom - 58.3 ± 8.9 20.7 ± 5.0
Control 　 - 　 80.1 ± 25.4 84.4 ± 3.8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Nymph

Top 87.0 ± 4.0 0.0 ± 0.0 -　

Middle 86.1 ± 2.6 0.0 ± 0.0 -

Bottom 85.2 ± 1.6 0.0 ± 0.0 -

Control 89.1 ± 6.1 95.9 ± 23.6 -

Adult

Top 　 -　 　 34.2 ± 13.5 1.0 ± 2.2

Middle - 49.4 ± 12.1 18.2 ± 8.1

Bottom - 53.6 ± 10.2 20.7 ± 4.5
Control 　 - 　 80.1 ± 25.4 84.4 ± 3.8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0.2 ± 2.4 　 - 　 　 - 　 　 - 　

Nymph

Top 　 -　　 85.1 ± 4.2 4.9 ± 10.0 15.4 ± 20.1

Middle - 90.5 ± 8.0 27.9 ± 24.2 39.0 ± 36.3

Bottom - 89.6 ± 5.5 27.3 ± 22.4 52.2 ± 16.8

Control 　 - 　 88.1 ± 7.5 61.4 ± 25.5 84.1 ± 6.2

Adult

Top 　 -　　 　 -　　 45.9 ± 8.7 15.7 ± 5.8

Middle - - 56.8 ± 19.0 23.7 ± 2.8

Bottom - - 56.2 ± 4.7 26.5 ± 9.9
Control 　 - 　 　 - 　 66.4 ± 32.1 87.1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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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백합 박스 내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② 복숭아혹진딧물

㉮ 전자빔

장미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6과 같다. 약충에서 모든 위치에서 우화성

충의 산자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선 F1 세대의 우화

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하부에서는 F1세대 성충의 산자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국화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7과 같다. 약충에서 모든 위치에서 우화

성충의 산자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선 F1 세대의 우

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하부에서는 F1세대 성충의 산자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46.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복숭아혹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8.5 ± 6.5 　 - 　 　 - 　 　 - 　

Nymph

Top 　 -　　 88.9 ± 2.5 0.0 ± 0.0 -

Middle - 88.6 ± 2.0 9.7 ± 12.4 23.9 ± 10.2

Bottom - 90.4 ± 2.5 40.7 ± 12.2 41.3 ± 15.4

Control 　 - 　 92.2 ± 3.8 59.0 ± 6.9 84.8 ± 9.6

Adult

Top 　 -　　 　 -　　 33.1 ± 7.5 1.0 ± 2.2

Middle - - 37.5 ± 11.2 14.8 ± 12.3

Bottom - - 43.3 ± 6.0 17.9 ± 15.0
Control 　 - 　 　 - 　 65.2 ± 7.9 91.9 ± 4.8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Nymph

Top 91.3 ± 4.7 0.0 ± 0.0 -

Middle 90.9 ± 4.9 5.1 ± 2.3 0.6 ± 0.7

Bottom 89.9 ± 2.7 7.4 ± 5.7 1.9 ± 1.3

Control 92.9 ± 3.6 57.9 ± 8.8 91.0 ± 4.7

Adult

Top 　 -　 29.7 ± 10.3 0.0 ± 0.0

Middle - 34.3 ± 10.4 7.5 ± 8.2

Bottom - 38.0 ± 7.8 28.3 ± 6.9
Control 　 - 48.8 ± 8.2 93.2 ± 5.6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nymph

/♀/total

Emergence

(F 1) (%)

No. of nymph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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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7.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복숭아혹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 X-선

장미 박스 내 X-선 15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8과 같다. 약충에서 모든 위치에서 우화성

충의 산자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

성충의 산자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국화 박스 내 X-선 150 Gy 조사 시 감수성 평가결과는 표 49과 같다. 약충에서 모든 위치에서 우화성

충의 산자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

성충의 산자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표 48.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복숭아혹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total

Nymph

Top 76.2 ± 5.9 0.0 ± 0.0 -　 -　

Middle 78.4 ± 6.0 0.0 ± 0.0 - -

Bottom 84.4 ± 3.9 0.0 ± 0.0 - -

Control 86.7 ± 6.2 30.5 ± 4.3 - -

Adult

Top 　 -　 1.3 ± 1.0 0.0 ± 0.0 -　

Middle - 1.9 ± 1.4 0.0 ± 0.0 -

Bottom - 2.6 ± 1.5 13.2 ± 11.3 0.0 ± 0.0
Control 　 - 　 36.0 ± 13.0 87.8 ± 12.4 27.6 ± 6.5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nymph

/♀/total

Emergence

(F 1) (%)

No. of nymph

(F 1)

/♀/total

Nymph

Top 79.4 ± 4.2 0.0 ± 0.0 -　 -　

Middle 88.3 ± 5.7 0.0 ± 0.0 - -

Bottom 84.4 ± 5.1 0.0 ± 0.0 - -

Control 86.7 ± 6.2 30.5 ± 4.3 - -

Adult

Top 　 -　 2.6 ± 1.3 0.0 ± 0.0 -　

Middle - 1.8 ± 1.2 3.1 ± 5.0 0.0 ± 0.0

Bottom - 2.8 ± 1.6 12.6 ± 15.1 0.0 ± 0.0
Control 　 - 　 36.0 ± 13.0 87.8 ± 12.4 27.6 ± 6.5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nymph

/♀/total

Emergence

(F 1) (%)

No. of nymph

(F 1)

/♀/total

Nymph

Top 85.0 ± 10.0 0.0 ± 0.0 -　 -　

Middle 88.3 ± 10.4 0.0 ± 0.0 - -

Bottom 90.0 ± 5.0 0.0 ± 0.0 - -

Control 91.7 ± 2.9 46.8 ± 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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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복숭아혹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③ 담배가루이

㉮ 전자빔

 장미 박스 내 전자빔 200 Gy를 조사하였을 때 알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약충의 경우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박

스 내 모든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50).

국화 박스 내 전자빔 200 Gy를 조사하였을 때 알에서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약충에선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에선 F1
세대의 부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51).

표 50.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담배가루이의 감수성 평가

Adult

Top 　 -　 5.3 ± 4.2 1.7 ± 1.5 0.0 ± 0.0

Middle - 4.5 ± 1.0 6.6 ± 6.3 0.0 ± 0.0

Bottom - 2.6 ± 1.3 13.2 ± 6.0 0.0 ± 0.0
Control 　 - 52.8 ± 13.9 87.3 ± 2.5 43.4 ± 7.4

Stage Position
Emergence

(%)

No. of nymph

/♀/total

Emergence

(F 1) (%)

No. of nymph

(F 1)

/♀/total

Nymph

Top 83.3 ± 11.5 0.0 ± 0.0 -　 -　

Middle 86.7 ± 5.8 0.0 ± 0.0 - -

Bottom 88.3 ± 7.6 0.0 ± 0.0 - -

Control 91.7 ± 2.9 46.8 ± 6.9 - -

Adult

Top 　 -　 3.8 ± 2.0 2.0 ± 1.9 0.0 ± 0.0

Middle - 4.0 ± 2.2 5.5 ± 4.8 0.0 ± 0.0

Bottom - 4.4 ± 1.8 12.5 ± 4.0 0.0 ± 0.0
Control 　 - 52.8 ± 13.9 87.3 ± 2.5 43.4 ± 7.4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2.7 ± 6.6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94.7 ± 6.1 - -

Adult
Top 　 -　　 　 -　　 12.6 ± 6.2 0.0 ± 0.0

Middle - - 9.9 ± 5.0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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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담배가루이의 감수성 평가

㉯ X-선

장미 박스 내 X-선 150 Gy를 조사하였을 때 알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약충의 경우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억제되었으며 성충의 경우 박

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52).

국화 박스 내 X-선 150 Gy를 조사하였을 때 알에서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약충에선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에선 F1
세대의 부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53).

표 52.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담배가루이의 감수성 평가

Bottom - - 16.1 ± 5.0 0.0 ± 0.0
Control 　 - 　 　 - 　 57.6 ± 32.1 92.9 ± 10.2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2.7 ± 6.6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94.7 ± 6.1 - -

Adult

Top 　 -　　 　 -　　 10.5 ± 8.3 0.0 ± 0.0

Middle - - 12.9 ± 3.0 0.0 ± 0.0

Bottom - - 18.4 ± 7.3 0.0 ± 0.0
Control 　 - 　 　 - 　 57.6 ± 32.1 92.9 ± 10.2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0.2 ± 10.8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7.6 ± 8.5 - -

Adult
Top 　 -　　 　 -　　 14.2 ± 8.6 0.0 ± 0.0

Middle - - 11.6 ± 7.2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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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담배가루이의 감수성 평가

④ 아메리카잎굴파리

㉮ 전자빔

 장미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결

과는 표 54와 같다. 알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만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유충과 번

데기에서는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세대

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300 Gy 조사

알에서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에선 박스 내 모든 위치에

서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55).

국화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결

과는 표 56과 같다. 알에선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유충과

번데기에선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만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300 Gy 조사 시

알의 부화가 박스 내 모든위치에서 억제되었으며 성충 또한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57).

표 54.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Bottom - - 20.5 ± 18.5 0.0 ± 0.0
Control 　 - 　 　 - 　 74.8 ± 49.6 81.6 ± 8.5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0.2 ± 10.8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7.6 ± 8.5 - -

Adult

Top 　 -　　 　 -　　 15.4 ± 8.6 0.0 ± 0.0

Middle - - 16.4 ± 13.9 0.0 ± 0.0

Bottom - - 20.7 ± 11.5 0.0 ± 0.0
Control 　 - 　 　 - 　 74.8 ± 49.6 81.6 ± 8.5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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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표 56.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Bottom 2.0 ± 3.2 - - -

Control 90.7 ± 5.9 　 - 　 　 - 　 　 - 　

Larva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8.8 ± 2.5 - -

Pupa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94.4 ± 6.9 - -

Adult

Top -　 -　 30.6 ± 20.3 0.0 ± 0.0
Middle - - 25.8 ± 15.9 0.8 ± 1.4
Bottom - - 44.3 ± 28.9 2.5 ± 1.6
Control - - 156.6 ± 37.1 80.6 ± 6.8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Middle 0.0 ± 0.0 - -

Bottom 0.0 ± 0.0 - -

Control 92.0 ± 3.2 　 - 　 　 - 　

Adult

Top -　 1.8 ± 2.7 0.0 ± 0.0
Middle - 1.8 ± 1.6 0.0 ± 0.0
Bottom - 3.4 ± 2.4 0.0 ± 0.0
Control - 170.8 ± 45.9 83.6 ± 3.7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0.7 ± 5.9 　 - 　 　 - 　 　 - 　

Larva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8.8 ± 2.5 - -

Pupa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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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7.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 X-선

 장미 박스 내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결

과는 표 58과 같다. 알의 부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유충과 번데기의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200 Gy 조사 시 성충에선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59).

국화 박스 내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결

과는 표 60과 같다. 알의 부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유충과 번데기의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200 Gy 조사 시 성충에서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61).

표 58.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Bottom - 0.0 ± 0.0 - -
Control 　 - 　 94.4 ± 6.9 - -

Adult

Top -　 -　 21.0 ± 8.5 0.0 ± 0.0
Middle - - 25.3 ± 19.3 0.0 ± 0.0
Bottom - - 31.7 ± 16.6 0.5 ± 1.6
Control - - 156.6 ± 37.1 80.6 ± 6.8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Middle 0.0 ± 0.0 - -

Bottom 0.0 ± 0.0 - -

Control 92.0 ± 3.2 　 - 　 　 - 　

Adult

Top -　 1.0 ± 1.4 0.0 ± 0.0
Middle - 1.6 ± 1.9 0.0 ± 0.0
Bottom - 2.0 ± 2.0 0.0 ± 0.0
Control - 170.8 ± 45.9 83.6 ± 3.7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8.7 ± 4.2 　 - 　 　 - 　 　 - 　

Larva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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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표 60.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표 61.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아메리카잎굴파리의 감수성 평가

Bottom - 0.0 ± 0.0 - -

Control 　 - 　 80.7 ± 6.7 - -

Pupa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4.2 ± 6.0 - -

Adult

Top -　 -　 42.0 ± 28.9 0.0 ± 0.0
Middle - - 34.0 ± 28.5 0.0 ± 0.0
Bottom - - 28.4 ± 7.1 1.0 ± 0.9
Control - - 203.2 ± 40.8 85.5 ± 3.9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30.4 ± 15.7 0.0 ± 0.0
Middle 21.8 ± 18.1 0.0 ± 0.0
Bottom 23.2 ± 5.4 0.0 ± 0.0
Control 148.6 ± 50.2 82.2 ± 3.6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8.7 ± 4.2 　 - 　 　 - 　 　 - 　

Larva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0.7 ± 6.7 - -

Pupa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4.2 ± 6.0 - -

Adult

Top -　 -　 27.6 ± 20.8 0.0 ± 0.0
Middle - - 22.8 ± 15.0 0.0 ± 0.0
Bottom - - 44.6 ± 15.9 0.7 ± 1.0
Control - - 203.2 ± 40.8 85.5 ± 3.9

Stage Position No. of eggs Hatchability (F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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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담배거세미나방

㉮ 전자빔

장미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결과

는 표 62와 같다. 알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만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유충의 경우

박스 내 모든위치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번데기의 경우 상부에서는 산란이 완전히 억

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300 Gy 조

사 알에서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에선 박스 내 모든 위

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63).

국화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결과

는 표 64와 같다. 알에선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알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유충에선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우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번데기의 경우 상부에서는 우화성충의 산란

이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의 경우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다.

300 Gy 조사 시 알의 부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억제되었으며 성충 또한 박스 내 모든 위

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65).

표 62.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total (%)

Adult

Top 6.4 ± 3.2 0.0 ± 0.0
Middle 36.6 ± 18.2 0.0 ± 0.0
Bottom 25.8 ± 2.2 0.0 ± 0.0
Control 148.6 ± 50.2 82.2 ± 3.6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Pupation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 　

Middle 0.0 ± 0.0 - - - -

Bottom 2.9 ± 5.0 - - - -

Control 90.1 ± 3.1 - 　 - 　 　 - 　 　 - 　

Larva

Top 　 -　　 1.1 ± 1.9 0.0 ± 0.0 - -

Middle - 7.8 ± 5.1 0.0 ± 0.0 - -

Bottom - 37.8 ± 11.7 0.0 ± 0.0 - -

Control 　 - 　 91.1 ± 5.1 91.4 ± 2.5 - -

Pupa

Top 　 -　　 17.7 ± 7.9 0.0 ± 0.0 -

Middle - 27.7 ± 12.4 25.7 ± 46.2 0.0 ± 0.0

Bottom - 31.5 ± 11.2 75.7 ± 49.9 0.0 ± 0.0
Control 　 - 　 80.5 ± 6.1 1172.3 ± 265.7 88.7 ± 2.0

Adult
Top -　 -　 907.1 ± 390.1 0.0 ± 0.0
Middle - - 1090.0 ± 244.3 1.9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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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표 64.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표 65.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Bottom - - 953.3 ± 87.1 12.7 ± 4.6
Control - - 1021.5 ± 151.8 89.7 ± 5.5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Middle 0.0 ± 0.0 - -

Bottom 0.0 ± 0.0 - -

Control 92.5 ± 6.5 　 - 　 　 - 　

Adult

Top -　 1063.6 ± 231.5 0.0 ± 0.0
Middle - 1106.0 ± 214.4 0.0 ± 0.0
Bottom - 1129.8 ± 175.8 0.0 ± 0.0
Control - 1089.2 ± 213.4 85.8 ± 3.0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Pupation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 　

Middle 0.0 ± 0.0 - - - -

Bottom 0.0 ± 0.0 - - - -

Control 90.1 ± 3.1 - 　 - 　 　 - 　 　 - 　

Larva

Top 　 -　　 2.2 ± 1.9 0.0 ± 0.0 - -

Middle - 14.4 ± 5.1 0.0 ± 0.0 - -

Bottom - 31.1 ± 3.8 0.0 ± 0.0 - -

Control 　 - 　 91.1 ± 5.1 91.4 ± 2.5 - -

Pupa

Top 　 -　　 21.5 ± 9.2 0.0 ± 0.0 -

Middle - 24.3 ± 7.8 7.8 ± 15.5 0.0 ± 0.0

Bottom - 40.1 ± 7.9 140.3 ± 64.2 0.0 ± 0.0
Control 　 - 　 80.5 ± 6.1 1172.3 ± 265.7 88.7 ± 2.0

Adult

Top -　 -　 954.3 ± 204.8 0.0 ± 0.0
Middle - - 951.3 ± 200.0 1.0 ± 1.3
Bottom - - 1117.7 ± 132.8 10.3 ± 2.9
Control - - 1021.5 ± 151.8 89.7 ± 5.5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Middle 0.0 ± 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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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선

 장미 박스 내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결과

는 표 66과 같다. 알의 부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유충의 우화가 박

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번데기에서는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

제되지 못하였다. 200 Gy 조사 시 성충에선 상부와 중부의 위치에서만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

히 억제되었다(표 67).

국화 박스 내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결과

는 표 68과 같다. 알의 부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유충의 우화가 박

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번데기의 경우 상부에서는 우화성충의 산란이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200 Gy

조사 시 성충에서 상부와 중부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69).

표 66.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Bottom 0.0 ± 0.0 - -

Control 92.5 ± 6.5 　 - 　 　 - 　

Adult

Top -　 1088.8 ± 231.5 0.0 ± 0.0
Middle - 1123.4 ± 214.4 0.0 ± 0.0
Bottom - 1143.6 ± 175.8 0.0 ± 0.0
Control - 1089.2 ± 213.4 85.8 ± 3.0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Pupation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 　

Middle 0.0 ± 0.0 - - - -

Bottom 0.0 ± 0.0 - - - -

Control 81.8 ± 6.9 - 　 - 　 　 - 　 　 - 　

Larva

Top 　 -　　 1.1 ± 1.9 0.0 ± 0.0 - -

Middle - 3.3 ± 3.3 0.0 ± 0.0 - -

Bottom - 21.1 ± 8.4 0.0 ± 0.0 - -

Control 　 - 　 95.6 ± 5.1 87.2 ± 5.2 - -

Pupa

Top 　 -　　 9.1 ± 4.3 33.3 ± 57.7 0.0 - 0.0

Middle - 21.5 ± 9.0 269.8 ± 318.0 0.0 ± 0.0

Bottom - 34.0 ± 14.3 64.3 ± 157.6 0.0 ± 0.0
Control 　 - 　 85.1 ± 6.7 1859.6 ± 388.1 80.2 ± 5.2

Adult

Top -　 -　 1322.0 ± 679.4 0.0 ± 0.0
Middle - - 1518.7 ± 122.9 0.2 ± 0.2
Bottom - - 1417.4 ± 192.8 1.6 ± 0.9
Control - - 1678.3 ± 621.7 82.8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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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X-ray 200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표 68.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표 69.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담배거세미나방의 감수성 평가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1250.4 ± 519.9 0.0 ± 0.0
Middle 1349.7 ± 526.8 0.0 ± 0.0
Bottom 1263.7 ± 599.9 0.2 ± 0.1
Control 1541.5 ± 315.0 83.9 ± 5.7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Pupation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 　

Middle 0.0 ± 0.0 - - - -

Bottom 0.0 ± 0.0 - - - -

Control 81.8 ± 6.9 - 　 - 　 　 - 　 　 - 　

Larva

Top 　 -　　 1.1 ± 1.9 0.0 ± 0.0 - -

Middle - 4.4 ± 5.1 0.0 ± 0.0 - -

Bottom - 18.9 ± 12.6 0.0 ± 0.0 - -

Control 　 - 　 95.6 ± 5.1 87.2 ± 5.2 - -

Pupa

Top 　 -　　 3.3 ± 3.2 0.0 ± 0.0 -

Middle - 19.4 ± 9.1 4.7 ± 8.1 0.0 ± 0.0

Bottom - 30.3 ± 11.9 42.8 ± 86.4 0.0 ± 0.0
Control 　 - 　 85.1 ± 6.7 1859.6 ± 388.1 80.2 ± 5.2

Adult

Top -　 -　 1192.9 ± 430.2 0.0 ± 0.0
Middle - - 1215.5 ± 193.6 0.6 ± 1.6
Bottom - - 1752.4 ± 239.2 4.1 ± 5.4
Control - - 1678.3 ± 621.7 82.8 ± 3.4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1182.9 ± 626.8 0.0 ± 0.0
Middle 1391.8 ± 571.6 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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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만총채벌레

㉮ 전자빔

장미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70와 같다. 알의 부화와 약충의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300 Gy 조사 시 성충에선 상부에서만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71).

국화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72과 같다. 알의 부화와 약충의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중부와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300 Gy 조사 시 성충에서 상부와 중부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73).

백합 박스 내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74와 같다. 알의 부화와 약충의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 300 Gy 조사 시 성충에서 상부와

중부에서만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75).

표 70.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표 71.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Bottom 1483.1 ± 408.5 0.5 ± 0.4
Control 1541.5 ± 315.0 83.9 ± 5.7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5.2 ± 3.4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8.3 ± 2.9 - -

Adult

Top 　 -　　 　 -　　 8.3 ± 0.9 0.0 ± 0.0

Middle - - 9.0 ± 2.9 14.3 ± 7.6

Bottom - - 10.7 ± 3.8 33.8 ± 18.4
Control 　 - 　 　 - 　 23.4 ± 11.8 88.9 ± 6.2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2.4 ± 1.1 0.0 ± 0.0

Middle 6.7 ± 1.1 0.8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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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2.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표 73.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Bottom 7.7 ± 2.1 5.5 ± 5.1
Control 29.0 ± 6.4 83.7 ± 4.7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5.2 ± 3.4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88.3 ± 2.9 - -

Adult

Top 　 -　　 　 -　　 7.8 ± 1.4 0.0 ± 0.0

Middle - - 6.7 ± 1.6 11.6 ± 2.2

Bottom - - 6.1 ± 3.2 21.1 ± 4.1
Control 　 - 　 　 - 　 23.4 ± 11.8 88.9 ± 6.2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4.2 ± 2.6 0.0 ± 0.0

Middle 4.7 ± 1.6 0.0 ± 0.0

Bottom 6.5 ± 1.2 5.7 ± 6.4
Control 29.0 ± 6.4 83.7 ±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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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4. 전자빔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백합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표 75. 전자빔 3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 X-선

 장미 박스 내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76과 같다. 알의 부화와 약충의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200 Gy 조사 시 성

충에선 상부에서만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77).

국화 박스 내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대만총채벌레의의 감수성 평가 결과

는 표 78과 같다. 알의 부화와 약충의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

의 경우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 200 Gy 조사 시

성충에서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다(표 79).

 백합 박스 내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80과 같다. 알의 부화와 약충의 우화가 박스 내 모든 위치에서 완전히 억제되었다.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 F1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하부의 경우 완전히 억제되지 않

았다. 200 Gy 조사 시 성충의 경우 상부와 중부에서만 F1 세대의 부화가 완전히 억제되었으며

하부에서는 완전히 억제되지 못하였다(표 81).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4.6 ± 9.4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93.3 ± 6.7 - -

Adult

Top 　 -　　 　 -　　 6.7 ± 1.1 0.0 ± 0.0

Middle - - 7.1 ± 2.0 0.0 ± 0.0

Bottom - - 7.6 ± 1.1 7.6 ± 2.0
Control 　 - 　 　 - 　 38.4 ± 9.1 83.3 ± 5.7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4.7 ± 1.7 0.0 ± 0.0

Middle 5.3 ± 2.3 0.0 ± 0.0

Bottom 6.6 ± 1.4 1.4 ± 1.2
Control 39.2 ± 4.4 87.6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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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6.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표 77.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장미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표 78.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9.7 ± 14.3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90.0 ± 5.0 - -

Adult

Top 　 -　　 　 -　　 6.9 ± 1.1 1.3 ± 3.0

Middle - - 6.2 ± 1.3 4.3 ± 7.3

Bottom - - 7.9 ± 1.8 18.7 ± 9.7
Control 　 - 　 　 - 　 43.3 ± 18.0 87.9 ± 4.8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6.0 ± 1.8 0.0 ± 0.0

Middle 4.8 ± 1.8 3.0 ± 2.9

Bottom 6.0 ± 1.6 5.0 ± 8.0
Control 43.1 ± 12.4 83.6 ± 2.8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89.7 ± 14.3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90.0 ± 5.0 - -

Adult

Top 　 -　　 　 -　　 7.3 ± 2.4 3.2 ± 4.0

Middle - - 8.6 ± 2.1 7.5 ± 6.4

Bottom - - 7.3 ± 2.8 20.8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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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9.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국화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표 80. X-ray 15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백합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표 81. X-ray 200 Gy 조사 시 박스 위치에 따른 백합 박스 내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나. EDN처리에 따른 해충별 감수성 및 살충력 평가

(1)연구방법

① EDN에 대한 복숭아혹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Control 　 - 　 　 - 　 43.3 ± 18.0 87.9 ± 4.8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4.7 ± 1.8 0.0 ± 0.0

Middle 4.3 ± 1.6 0.0 ± 0.0

Bottom 5.5 ± 0.9 0.0 ± 0.0
Control 43.1 ± 12.4 83.6 ± 2.8

Stage Position
Hatchability

(%)

Emergence

(%)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Egg

Top 0.0 ± 0.0 　 - 　 　 - 　 　 - 　

Middle 0.0 ± 0.0 - - -

Bottom 0.0 ± 0.0 - - -

Control 90.8 ± 1.4 　 - 　 　 - 　 　 - 　

Nymph

Top 　 -　　 0.0 ± 0.0. - -

Middle - 0.0 ± 0.0 - -

Bottom - 0.0 ± 0.0 - -

Control 　 - 　 97.8 ± 3.8 - -

Adult

Top 　 -　　 　 -　　 7.4 ± 2.2 0.0 ± 0.0

Middle - - 7.2 ± 2.5 0.0 ± 0.0

Bottom - - 7.7 ± 2.1 5.7 ± 1.5
Control 　 - 　 　 - 　 40.2 ± 5.7 83.6 ± 3.9

Stage Position
No. of eggs

/♀/total

Hatchability (F 1)

(%)

Adult

Top 8.1 ± 1.0 0.0 ± 0.0

Middle 8.3 ± 0.6 0.0 ± 0.0

Bottom 8.6 ± 2.5 1.4 ± 1.0
Control 40.8 ± 2.7 86.0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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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혹진딧물의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water agar petri dish(∅ 35mm)에 ∅

35mm의 크기의 배추잎을 치상한 후 약충을 접종하였다. 12L 밀폐형 Desiccator에 실험 곤충

을 넣고 EDN을 처리하였다. 훈증 처리는 온도 20±3℃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성충에 대

한 감수성평가는 약충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훈증처리를 하였으며 온도 20~22℃, 광주기

16L : 8D, 상대습도 50-60% 조건에서 보관하여 살충율을 조사하였다.

② EDN에 대한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점박이응애의 알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60mm)에 물을 충분히 적신 탈지

면을 넣고 ∅35mm 크기의 강낭콩잎을 치상한 후 성충 10마리를 접종하여 24 시간동안 산란을

받은 후 성충을 제거하였다. 12L 밀폐형 Desiccator에 점박이응애의 알이 있는 petri dish를 넣

고 EDN을 처리하였다.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60mm)에 탈지면

을 올린 후 물로 탈지면을 충분히 적신 다음 ∅35mm의 크기의 강낭콩잎을 치상한 후 성충 10

마리를 접종하여 24 시간동안 산란을 받은 후 성충을 제거하였다. 산란 받은 알을 부화시켜 점

박이응애가 제1약충기 일 때 실험에 사용하였다. 12L 밀폐형 Desiccator에 점박이응애의 약충

이 있는 petri dish를 넣고 EDN을 처리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etri

dish(∅ 60mm)에 탈지면을 올린 후 물로 탈지면을 충분히 적신 다음 ∅35mm의 크기의 강낭

콩잎을 치상한 후 성충을 접종하였으며 12L 밀폐형 Desiccator에 점박이응애의 성충이 있는

petri dish를 넣고 EDN을 처리하였다. 훈증 처리는 20±3℃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훈증

처리 후 20~22℃, 광주기 16L : 8D, 상대습도 50-60% 조건에서 보관하여 살충율을 조사하였

다.

③ EDN에 대한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대만총채벌레 약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water agar petri dish(∅ 35mm)에 ∅35mm

의 크기의 강낭콩잎을 치상한 후 약충을 접종하였다. 성충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하기위해

water agar petri dish(∅ 35mm)에 ∅35mm의 크기의 강낭콩잎을 치상한 후 성충을 접종하였

다. 12L 밀폐형 Desiccator에 대만총채벌레 약충과 성충이 있는 각각의 petri dish를 넣고 EDN

을 처리 하였다. 훈증 처리는 20±3℃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훈증 처리 후 20~22℃, 광주

기 16L : 8D, 상대습도 50-60% 조건에서 보관하여 살충율을 조사하였다

(1)연구결과

① EDN에 대한 복숭아혹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복숭아혹진딧물의 약충과 성충은 CT값이 각각 0.21 mg·hr/L 이상 100%의 살충율을 보였으며 살충

률이 100%미만으로 나타나는 CT값에서는 약충이 성충보다 다소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2).

표 82. 복숭아혹진딧물에 대한 EDN의 훈증독성

Dose (g/㎥) Time (hr) CT(mg·hr/L) Morta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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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DN에 대한 점박이응애의 감수성 평가

점박이응애는 알에서는 CT값이 3.5 mg·hr/L 이상에서 알이 100% 부화하지 않았다. 약충에서는

1.5 mg·hr/L 이상에서 100%의 살충율을 보였다. 성충의 경우 CT값 2.0 mg·hr/L 이상에서 100

%의 살충율을 나타내었으며 알 < 성충 < 약충 순으로 END에 대하여 감수성이 높을 것울 알

수 있다(표 83).

표 83. 점박이응애에 대한 EDN의 훈증독성 

Nymph Adults

5 2 7.72 100.0 100.0
1 2 1.63 100.0 100.0
0.5 2 0.86 100.0 100.0
0.2 2 0.39 100.0 100.0
0.2 2 0.27 100.0 100.0
0.1 2 0.21 100.0 100.0
0.1 2 0.15 92.9 90.9
0.07 2 0.16 85.7 81.3
0.07 2 0.09 45.5 25.0
0.05 2 0.1 14.3 11.1
0.05 2 0.06 8.3 8.3
0.03 2 0.07 0.0 0.0
0.03 2 0.03 0.0 0.0
0.01 2 0.02 0.0 0.0
0.01 2 0.01 0.0 0.0
0 - - 0.0 0.0

Dose (g/㎥) Time (hr) CT(mg·hr/L)
Mortality (%)

Egg Nymph Adult

5 2 8.0 unhatched 100.0 100.0
4 2 6.8 unhatched 100.0 100.0
3 2 5.3 unhatched 100.0 100.0
2 2 3.5 unhatched 100.0 100.0
1 2 2.0 hatched 100.0 100.0
0.7 2 1.5 hatched 100.0 89.2
0.5 2 1.1 hatched 49.6 19.4
0.1 2 0.5 hatched 23.2 6.4
0.05 2 0.1 hatched 0.0 0.0
0.01 2 0.0 hatched 0.0 0.0
0 - - hatched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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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EDN에 대한 대만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대만총채벌레 약충에서는 CT값이 0.45 mg·hr/L 이상에서 100 %의 살충율을 보였다. 성충의 경우

CT값 0.45 mg·hr/L 이상에서 100 %의 살충율을 나타내었으며 약충이 EDN에 대하여 감수성이

높을 것울 알 수 있다(표 84).

표 84. 대만총채벌레에 대한 EDN의 훈증독성

다. PH3 처리에 따른 해충별 감수성 및 살충력 평가

(1) 연구방법

PH3처리에 따른 해충별 감수성 평가를 하기위해 12L 밀폐형 Desiccator에 대상해충을 넣고 PH3을

처리하였다. 훈증 처리는 4℃에서 2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훈증 처리 후 20~22℃, 광주기 16L :

8D, 상대습도 50-60% 조건에서 보관하여 살충율을 조사하였다. 실험해충 준비는 방사선에 대

한 감수성 평가시험과 동일하게 준비하였으며 밀봉 시 가스가 이동할수 있는 메쉬가 있는

petri dish를 사용하였다. PH3의 농도는 대상해충 및 발육단계에 따라 여러개의 농도로 설정하

였으며 나타난 살충율을 기반으로 LD50 및 LD99 값을 구하였다.

(2) 연구결과

PH3처리에 따른 해충별 감수성 해충의 감수성 평가 결과는 표 85와 같다. 해충에 따라 PH3에 대하여

나타나는 감수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가루깍지벌레, 귤가루깍지벌레, 꽃노랑총채벌레, 감자뿔나방의 경우

PH3 LD99값이 1mg 이하로 나타났으며 점박이응애, 목화진딧물, 복숭아혹진딧물의 경우 PH3 LD99값이

5mg로 나타났으며 해충에 따라 PH3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표 85. 해충별 PH3에 대한 감수성 평가(4℃, 2h, mg/ml)

Dose (g/㎥) Time (hr) CT(mg·hr/L)
Mortality (%)

Nymph Adult

4 2 6.66 100 100
3 2 5.39 100 100
2 2 3.23 100 100
1 2 2.08 100 100
0.7 2 1.52 100 100
0.5 2 1.08 100 100
0.3 2 0.7 100 100
0.1 2 0.45 100 100
0.07 2 0.13 66 70
0.03 2 0.06 0 0
0.01 2 0.02 0 0
0 -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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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훼박스 내 방사선 및 PH3의 혼용효과에 따른 해충별 살충력 평가

(1)연구방법

화훼 박스 내 위치에 따른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을 평가한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높이 50 ㎝의 화훼

박스를 상부, 중부, 하부, 등 3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에 조사대상 해충을 배치한 후 장미, 국화를 각 박

스를 채운 후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조사대상 해충은 꽃노랑총채벌레, 가루깍지벌레, 복숭아혹진딧

물, 목화진딧물이며 전자빔의 목표선량은 200, 300 Gy이였다. 방사선 처리 이후 125L 훈증상에서 온도

5℃, 농도 1mg/L로 각 처리시간은 4h, 6h로 처리하였으며(그림19) 처리 후 20~22℃, 광주기 16L : 8D,

상대습도 50-60% 조건에서 보관하여 72h 후 살충율을 조사하였다.

그림 19. 박스 내 위치 별 해충의 배치 및 방사선 처리 후 훈증 방법

(2)연구결과

꽃노랑총채벌레의 경우 처리한 조건에서 알, 약충, 성충에 대하여 혼용처리 시 100%의 살충율을 나타냈

다(표 86). 가루깍지벌레에서 알을 제외한 약충, 성충에서 혼용처리 시 100%의 살충율을 나타냈다(표

87). 가루깍지벌레에 알의 경우 6h, 1mg/L 의 조건에서 100% 억제되었다(표 88). 복숭아혹진딧물과 목화

진딧물에 대한 결과는 표 89, 표 90과 같다. 두 진딧물 모두 혼용처리 시 100%의 살충율을 보이지 않았

다.

표 86. 전자빔 조사 후 PH3 훈증처리(4h, 1mg/L) 후 박스 내 꽃노랑총채벌레의 감수성 평가

Insect
Nymph (Larva) Adult

LD50 LD99 LD50 LD99

가루깍지벌레 - - 0.11 0.27

귤가루깍지벌레 0.06 0.23 0.09 0.39

꽃노랑총채벌레 0.15 0.53 0.16 0.62

점박이응애 - - 1.06 5<

감자뿔나방 0.06 0.19 0.096 0.37

목화진딧물 5 < 5 < 5 < 5 <

복숭아혹진딧물 5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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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7. 전자빔 조사 후 PH3 훈증처리(4h, 1mg/L) 후 박스 내 가루깍지벌레의 감수성 평가

Stage Flower Position
Mortality(%)

200 Gy 300 Gy

Egg

Chrysanthen

mum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a) 22.6 ± 8.4 22.6 ± 8.4

Rose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19.2 ± 8.2 19.2 ± 8.2

Control 0.0 ± 0.0 0.0 ± 0.0

Nymph

Chrysanthen

mum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100.0 ± 0.0 100.0 ± 0.0

Rose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100.0 ± 0.0 100.0 ± 0.0

Control 0.0 ± 0.0 0.0 ± 0.0

Adult

Chrysanthen

mum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100.0 ± 0.0 100.0 ± 0.0

Rose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100.0 ± 0.0 100.0 ± 0.0

Control 0.0 ± 0.0 0.0 ± 0.0

Stage Flower Position
Mortality(%)

200 Gy 300 Gy

Egg

Chrysanthen

mum

Top 65.9 ± 53.4 97.5 ± 4.3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95.6 ± 7.5
PH3a) 75.1 ± 26.5 75.1 ± 26.5

Rose

Top 89.1 ± 18.9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97.0 ± 5.2 97.9 ± 3.7
PH3 84.4 ± 27.1 84.4 ± 27.1

Control 16.5 ± 26.8 16.5 ± 26.8

Nymph
Chrysanthen

mum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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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8. 전자빔 조사 후 PH3 훈증처리(6h, 1mg/L) 후 박스 내 가루깍지벌레의 감수성 평가

표 89. 전자빔 조사 후 PH3 훈증처리(6h, 1mg/L) 후 박스 내 복숭아혹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PH3 100.0 ± 0.0 100.0 ± 0.0

Rose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100.0 ± 0.0 100.0 ± 0.0

Control 0.0 ± 0.0 0.0 ± 0.0

Adult

Chrysanthen

mum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100.0 ± 0.0 100.0 ± 0.0

Rose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100.0 ± 0.0 100.0 ± 0.0

Control 0.0 ± 0.0 0.0 ± 0.0

Stage Flower Position
Mortality(%)

200 Gy 300 Gy

Egg

Chrysanthen

mum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a) ± ±

Rose

Top 100.0 ± 0.0 100.0 ± 0.0
Middle 100.0 ± 0.0 100.0 ± 0.0
Bottom 100.0 ± 0.0 100.0 ± 0.0
PH3 ± ±

Control 0.0 ± 0.0 0.0 ± 0.0

Stage Flower Position
Mortality(%)

200 Gy 300 Gy

Nymph

Chrysanthen

mum

Top 20.0 ± 18.0 15.0 ± 5.0
Middle 16.7 ± 7.6 26.7 ± 22.5
Bottom 20.0 ± 13.2 11.7 ± 10.4
PH3 10.0 ± 5.0 10.0 ± 5.5

Rose

Top 15.0 ± 13.2 21.7 ± 16.1
Middle 16.7 ± 7.6 18.3 ± 7.6
Bottom 21.7 ± 12.6 20.0 ± 5.0
PH3 13.3 ± 2.9 13.3 ± 2.9

Control 3.3 ± 5.8 3.3 ± 5.8

Adult
Chrysanthen

mum

Top 35.0 ± 17.3 38.3 ± 7.6

Middle 38.3 ± 2.9 4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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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0. 전자빔 조사 후 PH3 훈증처리(6h, 1mg/L) 후 박스 내 목화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마. PH3와 O2혼용효과에 따른 목화진딧물, 복숭아혹진딧물, 점박이응애 살충력 평가

(1) 연구방법

목화진딧물, 복숭아혹진딧물, 점박이응애의 경우 PH3대한 감수성 평가에서 억제가 효과적이

지 못하였으며 또한 PH3와 전자빔과의 혼용효과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따라서 PH3와 O2

혼용효과를 보고자 하였다. 12L 밀폐형 Desiccator에 대상해충을 넣고 PH3 2mg/L에 산소농도

는 50%, 80% 로 나누어 처리하였다. 훈증 처리는 4℃에서 16h, 20h동안 처리하였다. 훈증 처

리 후 20~22℃, 광주기 16L : 8D, 상대습도 50-60% 조건에서 보관하여 24, 48, 72h 살충율을

조사하였다. 실험해충 준비는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 평가시험과 동일하게 준비하였으며 밀봉

시 가스가 이동할수 있는 메쉬가 있는 petri dish를 사용하였다.

(2) 연구결과

Bottom 31.7 ± 11.5 36.7 ± 14.4
PH3 25.0 ± 13.2 25.0 ± 13.2

Rose

Top 35.0 ± 10.0 28.3 ± 16.1
Middle 40.0 ± 5.0 36.7 ± 2.9
Bottom 33.3 ± 5.8 35.0 ± 10.0
PH3 26.7 ± 2.9 26.7 ± 2.9

Control 5.0 ± 5.0 5.0 ± 5.0

Stage Flower Position
Mortality(%)

200 Gy 300 Gy

Nymph

Chrysanthen

mum

Top 15.0 ± 8.7 23.3 ± 7.6
Middle 20.0 ± 5.0 18.3 ± 5.8
Bottom 18.3 ± 10.4 21.7 ± 12.6
PH3 11.7 ± 2.9 11.7 ± 2.9

Rose

Top 18.3 ± 11.5 20.0 ± 8.7
Middle 21.7 ± 20.2 16.7 ± 5.8
Bottom 16.7 ± 7.6 20.0 ± 17.3
PH3 15.0 ± 5.0 15.0 ± 5.0

Control 6.7 ± 11.5 6.7 ± 11.5

Adult

Chrysanthen

mum

Top 43.3 ± 7.6 41.7 ± 10.4
Middle 40.0 ± 10.0 50.0 ± 5.0
Bottom 41.7 ± 5.8 46.7 ± 12.6
PH3 36.7 ± 7.6 36.7 ± 7.6

Rose

Top 33.3 ± 7.6 45.0 ± 5.0
Middle 35.0 ± 13.2 40.0 ± 8.7
Bottom 46.7 ± 2.9 46.7 ± 7.6
PH3 31.7 ± 11.5 31.7 ± 11.5

Control 3.3 ± 5.8 3.3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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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박이응애의 경우 16h, 2mg/L 조건 처리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살충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산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살충율도 높게 나타났지만 100% 살충 되지

않았다(표 91). 20h, 2mg/L 조건에서 점박이응애의 경우 80% O2 농도에서 48h에서 100% 살충되었

으며 다른 농도에서는 16시간 처리한 것 보다 살충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92).

복숭아혹진딧물의 경우 16h, 2mg/L 조건 처리 후 산소농도가 증가 할수록 살충율이 높아 졌으며

80%, 50% O2 농도에서 48h이 후 살충율이 100% 나타났다(표 91). 20h, 2mg/L 조건에서 복숭아

혹진딧물은 O2 농도와 상관없이 살충율이 100%가 나타났다(표 92).

목화진딧물의 경우 16h, 2mg/L 조건에서 80% O2 농도에서만 살충율이 100% 나타났다(표

91). 20h, 2mg/L 조건에서 80%, 50% O2 농도에서 100%의 살충율을 보였다(표 92).

표 91. PH3와 O2혼용훈증처리(16h, 2mg/L) 후 박스 내 목화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표 92. PH3와 O2혼용훈증처리(20h, 1mg/L) 후 박스 내 목화진딧물의 감수성 평가

Insect Treat
ment

After 24h After 48h After 72h
Mortaility(%) Mortaility(%) Mortaility(%)

점박이응애

80%+
PH3 60.0 ± 13.2 71.9 ± 3.3 96.7 ± 2.9

50%+
PH3 21.9 ± 12.4 66.0 ± 61.3 75.0 ± 10.0

21%+
PH3 8.3 ± 2.9 25.9 ± 16.2 32.5 ± 15.9

21% 0.0 ± 0.0 1.7 ± 2.9 15.0 ± 13.2

복숭아혹진딧

물

80%+
PH3 100.0 ± 0.0 100.0 ± 0.0 100.0 ± 0.0

50%+
PH3 95.0 ± 5.0 100.0 ± 0.0 100.0 ± 0.0

21%+
PH3 34.4 ± 18.4 75.2 ± 18.1 92.1 ± 8.4

21% 1.7 ± 2.9 5.0 ± 5.0 6.7 ± 2.9

목화진딧물

80%+
PH3 93.3 ± 5.8 100.0 ± 0.0 100.0 ± 0.0

50%+
PH3 51.3 ± 7.6 90.0 ± 5.0 98.3 ± 2.9

21%+
PH3 26.1 ± 21.1 83.4 ± 9.3 86.4 ± 4.2

21% 0.0 ± 0.0 3.3 ± 5.8 6.7 ± 5.8

Insect Treat
ment

After 24h After 48h After 72h
Mortaility(%) Mortaility(%) Mortaility(%)

점박이응애

80%+
PH3 95.4 ± 4.4 100.0 ± 0.0 100.0 ± 0.0

50%+
PH3 64.1 ± 4.4 95.0 ± 5.0 98.3 ± 2.9

21%+ 40.0 ± 5.0 51.4 ± 6.1 59.4 ±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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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방사선 및 훈증제 가이드라인 제시

(1) 연구방법

앞에서 수행한 방사선 및 훈증제에 대한 감수성 평가 실험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해충을 억

제하기 위한 최소 선량 및 훈증제 처리조건을 정리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결과

전자빔과 X-선을 이용하여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선량조건은 표 93과 같다.

장미박스 내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선량조건은 표 94와 같다.

국화박스 내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선량조건은 표 95와 같다.

백합박스 내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선량은 표 96과 같다.

전자빔과 PH3를 혼용하였을 때 박스 내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선량과 PH3의 처리조건은

장미박스의 경우 표 97과 같으며 국화박스의 경우 표 98과 같다.

표 93. 해충을 억제하기 위한 최소 선량 

PH3

21% 0.0 ± 0.0 0.0 ± 0.0 1.7 ± 2.9

복숭아혹진딧

물

80%+
PH3 100.0 ± 0.0 100.0 ± 0.0 100.0 ± 0.0

50%+
PH3 95.0 ± 5.0 100.0 ± 0.0 100.0 ± 0.0

21%+
PH3 94.4 ± 9.6 100.0 ± 0.0 100.0 ± 0.0

21% 2.4 ± 4.1 5.0 ± 5.0 6.7 ± 2.9

목화진딧물

80%+
PH3 100.0 ± 0.0 100.0 ± 0.0 100.0 ± 0.0

50%+
PH3 63.3 ± 23.1 96.7 ± 2.9 100.0 ± 0.0

21%+
PH3 53.3 ± 7.6 93.3 ± 5.8 98.3 ± 2.9

21% 0.0 ± 0.0 3.3 ± 5.8 6.7 ± 5.8

Insect Radiation

Inhibition dose on developmental

stage (Gy)
Minimum

inhibition dose

(Gy)Eggs
Nymphs/

Larvae
Pupae Adults

가루깍지벌레
E-beam 500 250 - 200 500
X-ray 250 100 - 150 250

귤가루깍지벌레
E-beam 500 250 - 200 500
X-ray 250 100 - 150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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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ource: Moon et al., 2010
b)Source: Koo et al., 2012

표 94. 장미박스 내 위치에 따른 해충의 억제선량

해충 위치
발육단계별 억제선량(Gy)

최소억제선량
알 유충/약충 번데기 성충

아메리카잎굴파리

상부 200 / 150a 2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Gy / 200 Gy중부 2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 150

하부 3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 200

담배거세미나방

상부 200 / 150 2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Gy / 250 Gy중부 2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 200

하부 3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 250

점박이응애
상부 200 / 150 200 / 200 - 200 / >250

>300 Gy / >250 Gy중부 200 / 150 300 / 200 - >300 / >250
하부 200 / 150 >300 / 200 - >300 / >250

복숭아혹진딧물
상부 - 200 / 150 - 200 / 150

200 Gy / 150 Gy중부 - 200 / 150 - 200 / 150
하부 - 200 / 150 - 200 / 150

담배가루이
상부 200 / 150 200 / 150 - 200 / 150

200 Gy / 150 Gy중부 200 / 150 200 / 150 - 200 / 150
하부 200 / 150 200 / 150 - 200 / 150

대만총채벌레
상부 200 / 150 200 / 150 - 200 / 200

>300 Gy / 250 Gy중부 200 / 150 200 / 150 - >300 / 250
하부 200 / 150 200 / 150 - >300 / 250

a) 전자빔 / X선

꽃노랑총채벌레
E-beam 100 150 - 200 200
X-ray 30 30 - 200 200

대만총채벌레
E-beam 100 150 - 250 250

X-ray 50 30 - 200 200

목화진딧물
E-beam - 100 - 200 200
X-ray - 30 - 30 30

복숭아진딧물
E-beam - 100 - 200 200
X-ray - 30 - 50 50

담배가루이
E-beama) 70 70 - 70 70
X-ray 50 - - 30 50

점박이응애
E-beam 150 400 - 400 400
X-ray 50 300 - 300 300

아메리카잎굴파리
E-beamb) 150 150 150 150 150
X-ray 30 50 100 1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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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5. 국화박스 내 위치에 따른 해충의 억제선량

해충 위치
발육단계별 억제선량(Gy)

최소억제선량
알 유충/약충 번데기 성충

아메리카잎굴파리

상부 200 / 150a 2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Gy / 200 Gy중부 200 / 150 200 / 150 200 / 150 200 / 150

하부 2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 200

담배거세미나방

상부 200 / 150 2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Gy / 250 Gy중부 2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 200

하부 300 / 150 200 / 150 200 / 150 300 / 250

점박이응애
상부 200 / 150 200 / 200 - 200 / >250

>300 Gy / >250 Gy중부 200 / 150 300 / 200 - >300 / >250
하부 200 / 150 >300 / 200 - >300 / >250

복숭아혹진딧물
상부 - 200 / 150 - 200 / 150

200 Gy / 150 Gy중부 - 200 / 150 - 200 / 150
하부 - 200 / 150 - 200 / 150

담배가루이
상부 200 / 150 200 / 150 - 200 / 150

200 Gy / 150 Gy중부 200 / 150 200 / 150 - 200 / 150
하부 200 / 150 200 / 150 - 200 / 150

대만총채벌레
상부 200 / 150 200 / 150 - 200 / 200

>300 Gy / 200 Gy중부 200 / 150 200 / 150 - 300 / 200
하부 200 / 150 200 / 150 - >300 / 200

a) 전자빔 / X선

표 96. 백합박스 내 위치에 따른 해충의 억제선량

해충 위치
발육단계별 억제선량(Gy)

최소억제선량
알 유충/약충 번데기 성충

점박이응애
상부 200 / 150 200 / 200 - 200 / >200

>300 Gy / >250 Gy중부 200 / 150 300 / 200 - >300 / >200
하부 200 / 150 >300 / 200 - >300 / >200

대만총채벌레
상부 200 / 150 200 / 150 - 200 / 200

>300 Gy / 200 Gy중부 200 / 150 200 / 150 - 300 / 200
하부 200 / 150 200 / 150 - >300 / >200

a) 전자빔 / X선

표 97. 장미박스 내 위치에 따른 해충의 억제선량 및 PH3 처리조건

해충 위치

발육단계별 억제선량 (Gy) 및

PH3처리조건
최소

억제선량 및 PH3처리

조건알 약충 성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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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자빔 / PH3

표 98. 국화박스 내 위치에 따른 해충의 억제선량 및 PH3 처리조건

꽃노랑총채벌레

상부 200 /
4h 1mg/La)

200 /
4h 1mg/L

200 /
4h 1mg/L

200 Gy/ 4h 1mg/L중부 200 /
4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하부 200 /
4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가루깍지벌레

상부 200 /
6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200 Gy/ 6h 1mg/L중부 200 /
6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하부 200 /
6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복숭아혹진딧물

상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200 Gy/ >6h 1mg/L중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하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목화진딧물

상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200 Gy/ >6h 1mg/L중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하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해충 위치

발육단계별 억제선량 (Gy) 및

PH3처리조건
최소

억제선량 및 PH3처

리조건알 약충 성충

꽃노랑총채벌레

상부 200 /
4h 1mg/La)

200 /
4h 1mg/L

200 /
4h 1mg/L

200 Gy / 4h 1mg/L중부 200 /
4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하부 200 /
4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가루깍지벌레

상부 200 /
6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200 Gy / 6h 1mg/L중부 200 /
6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하부 200 /
6h 1mg/L

200 /
4h 1mg/L

200 /
4h 1mg/L

복숭아혹진딧물 상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200 Gy/ >6h 1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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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자빔 / PH3

10.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처리 관련 수출검역 SOP 개발 (제8협동과제, 농림

축산검역본부

제 1 절  방사선 및 친환경 소독 처리 관련 수출검역 SOP 개발

 1. 방사선 및 친환경 소독 SOP 관련 자료 수집, 번역 및 책자 발간

   가. 주요 번역 내용

     (1) 방사선(마이크로웨이브 포함), 저온처리, 증열처리 등 물리적 소독방법 및 인화수소, 

에틸포메이트 등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친환경 약제의 소독방법 수록

   나. 책자 발간

     (1) 발간일 : 2015년 5월

     (2) 총페이지 : 298페이지

     (3) 발행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식물방제과

중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하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목화진딧물

상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200 Gy/ >6h 1mg/L중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하부 - 200 /
>6h 1mg/L

200 /
>6h 1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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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뢰자료 목록>

 ○ Treatment manual(미국 APHIS 소독처리기준) 일부

   - Chemical Treatment : PH3

   - Nonchemical treatment : Heat ․ vapor heat treatment

   - Nonchemical treatment : Cold treatment

 ○ Fumigation grain in the ASEAN regeoin(호주 소독매뉴얼) 일부

   - Code of fumigation practice : Phosphine, MB, CO2, HCN

 ○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머독대학교) 전부

   - Ethyl formate + Nitrogen

 ○ Best practice manual for sanitary and phytosanitary applications of food 

irradiation(IAEA/RCA 매뉴얼) 전부

 ○ Guidelines for the application and verification of dielectric heating as a phytosanitary 

measure(IPPC) 전부

 ○ Guidelines for export of Indian mangos to USA(인도) 전부

 ○ Irradiation operation work plan between Thailand and USA(태국) 전부

  2. 방사선 및 친환경 처리절차의 실증평가 등을 위한 세미나 등 개최

    가. 외래 흰개미 유입 관련 친환경 소독방법 토의(‘144.24.)

    나. 농기평 연구과제 중간평가회 참석(‘14.5.22.)

    다.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훈증제 개발 현황 및 개선 대책 협의(‘14.6.5.)

    라.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등 소독기술향상을 위한 세미나 실시(‘14.6.19.)

    마. 수출검역 SOP 개발 및 실증 평가 기준안 마련을 위한 학술발표회 개최(‘14.10.21.)

  3. 수출입식물에 대한 방사선조사기준의 설정

    가. 방사선조사기준 설정을 위한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개정(‘14.12.15.)

      (1) 소독처리기준의 요건, 기준 설정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 제37조~40조까지 신설

    나. 대학, 연구기관에서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 접수(‘15.6.~8.)

      (1) 9개 소독처리기준안 : 7개 품목(방사선 조사 처리)

    다.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안 평가 및 심의 추진계획 보고(‘15.7.)

      (1) 기준안 검토 세부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 및 회의 일정 등

    라. 소독처리기준안 검토 보고(‘15.8.)

      (1) 9개 소독처리기준안 중 6개 상정, 3개안은 추가자료 요구

    마. 소독처리기준 설정(‘15.9.) 및 규정 개정(’15.11.)

      (1) 상정된 6개 기준안 전부 통과(단, 1개안은 조건부 통과)

 

  4. 방사선 적용 소독처리 표준 절차 마련(‘15.10.) 및 책자 발간(’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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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절차 주요내용)

1. 서 론

방사선 조사(irradiation)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

지하거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처리이다. 방사선 조사 과정에

서 에너지가 방사선원에서 처리대상 제품으로 이동한다. 방사선 처리의 매개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품목 흡수하는 전리 에너지의 양이다. 이를 “흡수선량” 또는 

“선량”이라 한다. 위생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물에 방사선조사처리를 할 수 있다.

표 1. 식품 방사선 조사 응용분야

선량(그레이) 기술 목표 제품 예

0.1 발아 억제 마늘, 양파, 감자, 참마류

기생충 박멸(Trichinella spiralis) 돼지 지육 

해충 사멸
식물검역
오염방지

신선과일 및 야채
건어물, 건과일, 두류

1 숙성 지연
병원체 불활성화
(Salmonella, Campylobacter...)

일부 신선 과일

육류, 가금류, 어류, 해산물
신선 또는 냉동

방사선이 가진 소독효과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한 위생 조치로 활용된다.

○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하고, 저장수명이나 보관기간을 감소시키며, 사용하려는 목

적에 허용불가능한 수준의 제품 오염을 일으키는 미생물

선량(그레이) 기술 목표 제품 예

미생물 불활성화
저장수명 연장
위생 개선

육류, 가금류, 어류,
건식재료, 향신료

살균 환자용 특별식, 우주인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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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류을 오염시키는 기생충

○ 수확 후 발생되는 해충 

방사선은 식물의 생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위생조치로도 활용된다.

○ 발아 억제

○ 노화 지연

○ 숙성 지연

또한, 방사선은 유해 병해충의 유입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목적으로 이용

되며, 대상 병해충의 사멸은 물론, 발육억제, 번식불능화, 불활성화와 같은 효과를 

보인다. 이러한 소독처리는 수출 전에 이루어지거나 수입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

며, 양국간의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방사선 소독처리의 목적

식물검역 소독처리의 목적은 규제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막는 것이다. 소독처리

로서 방사선조사는 아래와 같은 소독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유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우화 또는 부화 억제

- 불활성화

- 살충

- 불임(생식 저해) 및 발육저해

○ 살충효과     

대부분의 화학 물리적 소독처리에서 요구하는 프로빗 9 수준의 살충효과를 방사선

처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역관이 방사선조사 식물을 수입항에서 검사할 경우 

살아있는 해충을 발견될 수 있으나, 이는 방사선 조사 처리의 소독효과 판별기준이 

살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는 양국간의 협의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다만, 방사선조사 식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대상 식물이 외

국에서 규제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고, 수출자가 외국 도착시 살아 있는 해충이 나올 

수 있음을 인정한 경우라면 조사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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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소독처리의 방법

이온화 방사선원은 3가지 형태가 있다.:

- 감마선(코발트-60 또는 세슘-137)

- 10MeV 이하의 전자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전자선

- 5MeV 이하의 X선

방사선의 흡수선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Gy이다.

산소농도를 낮추는 등의 공기조성이 변경한 조건에서는 소독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

므로, 저산소 환경조건에서 방사선조사는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원하는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 처리시 피조사물품의 모든 부분에서 최소

흡수선량(Dmin) 이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상품 롯트 구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

체 물품이 최소 흡수선량 이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일정 부분은 최소 흡

수선량보다 높은 선량으로 조사될 수 있다. 모든 소독처리는 인증된 선량 측정 시스

템에 따라 최소흡수선량 이상으로 조사되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해충별 품목별 방사선 적용 소독처리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두가지 해충을 처리

하는 경우 피조사물품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소흡수선량이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방사선 적용 소독처리기준>

4. 방사선 흡수선량의 측정

대상품목 해충명 효과판정기준 최소흡수선량

수출 국화 목화진딧물 F1세대 성충우화억제 전자선 193Gy

수출 장미 담배가루이 알 부화 억제 전자선 138Gy

수출 파프리카 왕담배나방 성충 우화 억제
전자선 206Gy
엑스선 182Gy
감마선 225Gy

수출 파프리카 담배나방 성충 우화 억제 감마선 254Gy

수출 사과 복숭아심식나방 성충 우화 억제 감마선 198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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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흡수선량은 대상품목의 질량당 흡수된 에너지의 양이다. 흡수선량 측정 시

스템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정되어야 한다.

○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

평상적인 소독처리에 앞서 최고 및 최소 흡수선량 지점이 각 소독처리양식에대

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소독처리양식은 처리시설별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다.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처리되는 물품의 밀도 및 구성

- 상품의 진행방향, 적재방법, 부피 및 포장

- 형태 및 크기

검역본부는 방사선 소독시설의 인증과정에서 상품의 포장배열, 배치 및 상품 밀

도 등에 따른 각각의 처리양식에 대하여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오직 검역본부에서 승인한 처리양식만 실제 소독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일반적인 소독처리 중 선량측정기

의 수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흡수선량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과 같다.

5. 방사선 시설의 승인

5.1 시설의 요건

방사선 소독시설은 검역기관의 승인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방사선 소독시설에서 규제해충을 전파할 수 있는 식물류의 방사선 소독처리를 하기 위해

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붙임 1)

○ 방사선 소독시설 장비

- 감마선, X선, 전자선 조사 시설 중 하나이어야 한다.

○ 방사선 소독처리 능력

- 수행인력의 기술과 지식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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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장비와 장비의 정비 여부

- 양질의 품질 시스템의 존재와 정비 여부

○ 흡수선량 측정 시스템 보유 여부 및 기록 가능 여부

○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 여부

○ 소독처리 이후 병해충의 (재)출현이나 (재)오염 위험 방지 가능 여부

○ 문서의 통제와 활용 및 기록 유지 여부

5.2. 신청 및 확인 절차

① 소독시설 확인 신청(붙임2)

신청인은 소독시설 확인 신청서(붙임 4)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역본부에 신

청한다.

② 소독시설 현장 확인(붙임3)

검역관은 모든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검역관은 소독시설 

확인 신청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표준운영과정을 점검하고, 방사선 선량 

측정 장치를 검사하며, 개인 안전 장비 등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현

장 검사시 소독 완료된 식물류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방사

선 소독시설은 해충 침입이 막을 수 있는 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검역관

은 또한 방사선 선량 분포도 조사과정을 확인하고 데이터 생산 및 기록 과정이 적

절한지 여부를 점검한다.

③ 확인증 교부(붙임 5)

현장 점검결과 시설 요건에 적합한 경우 확인증을 교부한다.

④ 시설 재확인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설보유자는 재확인을 요청하여 검역본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소독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독처리 프로세스의 변경

- 소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 프로세스 변경

- 방사선원의 재배열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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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방사선 소독시설의 구비요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재교부한다. 방사선 시설의 특징은 붙임 2와 같다.

6. 방사선 처리의 기록

방사선 소독처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전체적인 방사선 조사처리의 완성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독처리의 실패는 해충이 검출될 때가이 아니라 표준처리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이른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입력, 출력, 요약,

분석 등이 전자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붙임 1. 방사선 처리시설의 기준

2. 방사선 처리시설의 확인방법

3. 방사선 처리시설 구조명세서

4. 방사선 처리시설확인신청서

5. 방사선 처리 시설확인서

6. 방사선 조사 처리 프로세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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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차별 목표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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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도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
년도

2012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처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공정개발 및 방사선 처리
수입 오렌지 품질평가

100%

○ 수출 농산물 품목 Package 종류별 Dosimetry
algorithm 완성 여부

○ 방사선 조사된 수입 오렌지 품질 및 생리 생화학적
변화 평가여부

○ EU (IAEA) 대상 3품목 Market Trial Test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대한 검역 병해충

및 저장성 관련 병원균 제어 및 병용처리물질
검토

100%
○ 병원균별 최적 제어선량 도출
○ 병용처리 후보물질 선발 및 병용 처리효과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수출
농산물 품질평가

100% ○ 방사선의 선량범위 및 친환경 훈증제 농도설정

○ 검역대상 해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Ⅰ) 100%

○ 방사선의 선종, 조사선량에 따른 감수성 정도 조사
자료

○ 친환경 훈증제의 농도 및 처리 온도별 감수성
조사자료

2차
년도

2013

○ 수출 농산물 품목별 방사선 최적 처리
공정개발 및 방사선 조사 수입 오렌지
검지법 확립

100%
○ 품목별 방사선 선원별 맞춤형 조사 공정 설계 여부
○ Asia-Pacific region 과 러시아 Market Trial Test
○ 수입 오렌지 방사선 검지법 실증 시험

○ 방사선 병용처리 기술이용 병해충 제어
융·복합 기술개발

100%
○ 최적 제어선량 및 약량 설정
○ 대량 검역 공정개발 적합성 여부

○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수출
농산물의 가상 시뮬레이션

100%
○ 품질관리를 위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

최적화 조건 확인

○ 검역대상 해충에 대한 감수성 평가(Ⅱ) 100%

○ 방사선의 선종, 조사선량에 따른 감수성 정도 조사
자료

○ 친환경 훈증제의 농도 및 처리 온도별 감수성
조사자료

3차
년도

2014

○ 수출 농산물의 수입국 대상 현지 실증 연구 및
방사선 처리 수입 과실 처리 확인법 및 품질평가

100%
○ 농산물의 통관체계조사 여부
○ 북미, 일본 Market Trial Test

○ 병용처리물질 최종선정 및 실용화 실증 평가 100%
○ 편리성 및 신뢰성 확립 여부
○ 매뉴얼 구축 여부

○ 방사선 처리 농산품 수출 실증 연구 100%
○ 방사선 조사 및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의한

수출 농산물의 품질관리 기준 및 지침

○ 친환경 훈증제 처리 농산품 수출 실증 연구 100%
○ 친환경 훈증제 처리에 따른 수출 농산물의

품질관리 기준 및 지침

○ 검역대상 해충에 따른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100%
○ 대상 해충에 따른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수출 검역 SOP 개발

100%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수출 검역 SOP 구축 

여부

최종평가

○ MeBr 대체 수출입 농산물 검역을 위한 방사선
최적 조사 공정개발

100%
○ 농산물별 공정절차 설정
○ 현지 시장적용 실효성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수출 검역 SOP 개발

100%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수출 검역 SOP 구축

여부

○ 방사선 병용처리 기술 이용 병해충 검역
융·복합 기술개발

100% ○ 병용처리제 개발 및 처리법설정

○ 검역대상 해충에 대한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감수성 DB 구축

100% ○ 대상 해충의 감수성 DB 구축여부

○ 방사선 처리 수입과실 안전성 및 검지방법 100% ○ 안전성 평가 및 방사선 조사 검지여부

가시적 성과
○ 방사선 및 친환경 훈증제 이용 수출용 농산물 검역을 위한 표준작업 지침서 (SOP) (수출 

농산물 9종)

제 2 절 관련분야의 기여도

1.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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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WTO/FTA 체제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 검역관리 체계 SOP 마련

나.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한 수출용 농산물의 검역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농산물의 저장 

및 유통산업에 적용하여 관련 기술 발전에 기여

다. 농산물 수확 후 저장 시, 농약등 화학물질이 아닌 방사선 기술을 이용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장기저장기술 제공하며 이로 인한 무농약 검출로 인한 검역 클레임 방지 제공

라. 현재 검역방법으로 사용하는 MeBr등 화학물질을 자제함으로써 ISPM에서 규정한 방사선 

검역관리 기술 사용지침에 부합하는 다양한 병해충 예방 및 방제 기술 획득

  (1) 현재까지 방사선 검역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새로운 방사선검역 시스템 구축

  (2) 대표적인 수출농산물 품목에 대한 방사선검역 기술 획득 

마. 협동과제책임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방사선검역 SOP를 마련함으로써 친환경 검역소

독방법으로 추진 가능함. 

바. 훈증제+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초로 시도되는 기술로, 향후 타 작

물 등에 적용 시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세계적으로 당 기술을 선점하여 향후 

농작물 수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된다.

2. 경제적 측면

가. 이온화에너지(감마선, X-선, 전자선)을 이용한 방사선검역시 수출농산물에 대한 멸균 및 

살충기술을 구축함으로써 농산물 식품안전성도 확보됨으로 수출농산물 수출 확대에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나. 방사선검역 공정 설계 완성에 따라 농산물 수출단지내 전자선 혹은 X-선 장치를 설치함

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음.

다. 방사선검역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농산물 수출시 검역 및 통관절차의 간소화에 따른 비용

절감 

라. 농산물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절약형 검역처리 기술개발이 필요시 

되는 시점에서 방사선 기술 기반 우리 농산물의 고품질 상품화로 산업생산성 향상 도모

3. 사회·문화적 측면

가. 최근 주요 농산물 수출국에서는 세계적 시장개방화에 대비하여 방사선검역 기술을 확보

하고 현실에서 현 과제를 통한 획득한 방사선검역기술을 큰 의미가 있음. 

나. 농산물의 살균·충에 사용되어왔던 화학훈증제 (MeBr 등)는 환경공해, 인체장해 등 문제

점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재 세계적으로 금지화하는 추세이기에 친환경방법인 방사선검역 

기술은 그 실용적 효과가 큰 것 이라 예상됨.

제 5 장 연구개발성과 및 성과활용 계획

1. 기술 확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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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LSI 조사식품전문가협의체 회의 및 강연 (2013.05.20. 해태제과연구소, 서울) - “조사식품

의 열발광 분석법” 교육 실시

  나. 조사식품확인시험법과정 교육 (2013.09.11.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오송) - “조사식품 

검지법 개요-물리적방법” 교육 실시

  다. 조사식품확인시험법과정 교육 (2013.11.12.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대구) - “조사식

품 검지법 개요” 교육 실시

  라. 제주대학교 초청세미나 (2014.11.05. 제주대학교) - “식품조사기술의 특징과 수입오렌지

의 조사여부 확인” 세미나

  마.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2015. 03. 25 - 2시간): ‘감귤의 친환경적 감귤궤양병 관리’ 실시

  바 농업최고경영자과정 교육 (2015. 04. 10 - 2시간): ‘수출 감귤의 화학적 방제’ 실시

  사.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2015. 07. 23 - 2시간): ‘감귤의 주요병 진단 및 방제’ 실시

  아. 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  (2015. 10. 15 - 2시간): ‘제주 감귤 병 예찰 및 방제’ 실시

   - 이상 기술 확산을 위한 교육지도 홍보 등이 진행되었으며 추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행

사를 진행할 계획임 

2. 성과 실용화 계획

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소독처리기준설정> 에 9건이 상정되어 6건이 통과 되었으며 3건에 

대하여 보강하여 재신청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신청 2건(백합, 포도) 추가적으로 백합에 대

해서 신청서를 제출 예정임. 추가적인 품목확대 설정으로 수출확대에 기여할 예정임

나 훈증제+이온화에너지 체계처리 기술: 타 작물 및 병해충에 적용 가능성 평가 예정

다 현재 2건의 노하우 기술이전 협약이 체결되었으며 (제 2협동기관- 참여기업) 수출농산물 

검역 소독처리기술에 대한 추후 특허 및 노하우 동시에 기술이전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전망임임

3. 추가 연구 계획

가. 향후 추가연구 프로젝트에 의해 품목들이 늘어나고 신수출 농산물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본과제의 성과로 플렛폼 기술이 마련되고 제도화 및 수출실증도 가능하므로 향후  본 성

과를 적극 도입하여 신 수출 품목을 확대시켜 나갈 수출증대에 기여하리라고 예상됨

나 추후 수입되는 목재, 면화등 유기원자재 및 수입농산물에 대한 메틸브로마이드 out계획에 

따른 대응 기술 개발시 본 과제성과 및 경험을 적극 활용할 계획임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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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을 조사한 식품의 건전성(안전성) 문제는 이미 WHO, FAO, IAEA 및 미국 FDA 등 국

제기관과 국제 학술단체에서 식품의 보존/위생화 수단으로 그 건전성을 공인하였음.

- 1961 : 벨기에 브뤼셀에서 IAEA, FAO, WHO가 공동으로 조사식품의 건전성 평가에 관한 과

학적 연구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최초의 회의가 소집되었고, 28개국의 대표가 참석하여 조사

식품건전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3개 국제기구로서 식품조사공동전

문위원회(JECFI)를 설치키로 하였음. 

- 1969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FAO, WHO, IAEA 공동전문위원회는 특정 선량까지 조사

한 감자, 밀 및 밀가루제품을 허가하였음.

- 1970 : FAO, IAEA 및 OECD는 WHO의 권유에 따라서 조사식품 안전성에 대하여 광범위하

게 평가하기 위하여 식품조사분야 국제과제(IPFFI)를 신설하였음. 24개국이 본 과제에 참·

여하여 12년간 연구가 계속되었고, 조사식품중에 방사선조사 때문에 발생된 발암성 물질이

나 기타 독성물질이 함유되었다는 어떠한 발표도 없었음.

- 1976 : 특정 선량까지 조사된 5종의 조사식품(감자, 밀, 파파야, 딸기, 닭고기)이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JECFI 회의에서 무조건으로 허가되었고, 4종의 조사식품(양파, 쌀, 신선대구 및 

연어)이 잠정적으로 허가되었음.

- 1980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던 JECFI는 더 많은 연구 및 실험결과의 평가에 따라서 

평균 10 kGy(kilogray = 백만 rad) 까지 방사선을 조사한 어떠한 식품도 독성학적 장해를 전

혀 일으키지 않으며, 독성실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영양학적 및 미생물학적 문제도 일으

키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음.

 - 1982 : FAO 및 WHO의 요구에 의해서 식품미생물국제위원회 및 국제미생물학회의 식품위

생연합은 식품조사의 안전에 관한 증거를 재확인하였으며, 동 위원회는 JECFI의 결정을 인

정하면서, 식품조사는 건강에 어떠한 장해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음.

- 1983 : JECFI의 추진내용은 식품 건전성과 안전성에 관한 세계적 기준을 정하는 기구인 

FAO/WHO 공동위원회에서 채택되었는데 동 위원회는 동 추천 내용을 일반규격기준의 조사

식품규격으로 흡수시켰으며, 식품조사에 이용되는 조사시설 운전지침으로 발표하였음

(CODEX  GENERAL  STANDARD).

- 1984 : 20개국 이상이 FAO, WHO, IAEA  후원하에 식품조사 국제자문기구를 조직하여 조사

식품에 대한 국제교역, 경제, 규제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다루기로 하였음.

- 1986 : 미국 FDA는 수십년간의 연구 및 실험결과에 따라서 과채류의 저장기간 연장과 살충 

목적으로 특정선량까지 광범위하게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하였으며, 이

와 같은 조치는 세계시장에 대한 미국의 영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국제 단계로 평가됨. 

FDA는 과채류 및 향신료의 방사선조사를 허가하였고(1983), 이어서 돼지고기, 감자, 밀 및 

밀가루의 조사를 허가하였음. 구주공동체 과학분과위원회는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물시험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평가를 인정하였으며, 1980년의 JECFI의 결론을 인

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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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8 : 스위스 제네바에서 FAO, WHO, IAEA 및 국제교역센터(UNCTAD)/GATT 공동으로 개

최된 조사식품에 대한 수용성, 규제 및 교역에 관한 국제회의에 약 80개국의 대표가 참석하

여 식품조사에 대하여 소비자와 교역의 전망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였음. 

- 1992 : WHO에서는 IOCU(국제소비자연맹)와 공동으로 최근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평가하

면서 식품제조기준에 따라 방사선 조사기법이 엄격히 이용된다면 영양학적으로나 미생물학

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고 있음. 

- 1992 : 안전한 식품의 조리를 위한 WHO의 황금율(The WHO Golden Rules for Safe Food 

Preparation)에서 “가능하면 감마선으로 처리된 신선하고 냉동된 가금육(닭, 새고기)를 선택

하여야 한다.” 라고 발표하였음. 

- 1997 : 고선량 조사에 관한 WHO/FAO/IAEA(제네바, 1997년 9월 15～20일) 공동전문가 자문

위원회에서 “50년 이상에 걸쳐 평균 75 kGy(10～100 kGy) 고선량 조사된 식품의 안전성을 

연구한 결과 미생물학적, 영양학적, 독성학적으로 안전하고 건전하며 영양적으로 충분하

다.”라고 발표하였음.

 - 2001 : 2001년 3월 12-16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Codex 회의에서 WHO 대표는 

FAO/IAEA/WHO가 ICGFI Study Group에서 제시한 “어떠한 선량에서도 식품 방사선 조사는 

소비하기에 안전하며 영양학적으로 적절하다”는데 자신감을 표명하였음. 또한, 2-DCB에 관

한 염려가 표출되었으나 과학적 증거자료를 통하여 2-DCB가 공중보건상 위해가 없다고 밝

혔음.

 - 2002 : 1981년에 발표된 WHO의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과 건전성 보고서를 근간으로 

한 수많은 동물 및 인체 급여 실험을 통하여 방사선 조사된 지방질 함유 식품의 안전성과 

이와 관련한 1986년 유럽연합(EC) 위원회의 적절한 조건 하에 본 기술의 사용을 수용한다는 

방사선 식품조사에 관련한 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질을 함유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을 

재확인함(자료 : Statement of the Scientific Committee on Food on a Report on 

2-alkylcyclobutanones, SCF/CS/NF/IRR/26 Add 3 Final, Health & Consumer Protection 

Directorate-General, European Commission, July 3, 2002).

- 2002 : 2002년 10월 WHO/FAO/IAEA 공동 전문가 위원회에서 세계보건기구 및 국제식량농업

기구의 대표가 공식적으로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공식 입장 발

표.

- 식품의 위생화를 위해 이미 설정된 10 kGy 이하의 선량제한이 미흡하다는 기술적인 문제점

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완전살균과 장기저장을 위해서는 10 kGy이상의 고선량 

조사가 필요함을 인식함. 이미 프랑스와 미국은 고선량 조사식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토

대로 향신료의 경우 최고 30 kGy의 조사를 허가하고 있음.  

- 네덜란드는 고선량의 방사선조사 안전성평가를 통해 면역결핍 환자 등을 위한 완전 멸균식

의 경우 75 kGy 조사선량을 허가하고 있으며,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방사선 멸균 병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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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spital diets)를 위해 선량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실정임. 

-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수출입으로 인한 검역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해 외래해충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Hallman, 1998; NPQS, 2010). 

- 외래해충의 유입 문제는 국가 간 교역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검역해충의 유

입과 확산을 막기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음(Schrader and Unger, 2003).

- 검역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처리방법으로는 methyl bromide, phosphine, EDN 등을 이용한 훈

증, 고온 및 저온 처리, 대기환경 조절 등이 있으며 이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사용함

(Heather and Hallman, 2008). 

- 이온화에너지는 효과적인 검역처리 기법으로 농산물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화학적 

기술임(Hallman, 1998; Osouli et al., 2013). 

- 이온화에너지 조사를 통한 해충방제 기술은 다른 방제기술과는 다르게 빠른 살충효과보다는 

비정상적인 발육과 생식을 유발하여 불임에 이르게 함(Follett, 2006a; 2006b). 

- 전자빔을 이용한 연구는 주로 soft-electron beam을 저장 곡식에 처리함으로써 저곡해충 발

생정도를 비교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있음(Imamura et al., 2004; 2009). 

* 별첨  주요국 소독처리 매뉴얼에 최신 해외 농산물 검역관련 자료를 입수하여 정리하여 발

간함

제 7 장 연구시설장비 현황

주관기관(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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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목적 취득일 가격
국가과학기술종합정

보시스템 등록여부

Thermal cycler
병원균 

분류동정
2015. 1. 19. 8,953,162원

부 (3천만원 이하의 

장비)

Balance 건중량 측정 2015. 2. 10. 3,528,666원
부 (3천만원 이하의 

장비)

pH meter
농산물 

생리분석
2015. 2. 10. 1,422,560원

부 (3천만원 이하의 

장비)
Explorer 

analytical 

Balance

시약 정량 2015. 2. 10. 560,000원
부 (3천만원 이하의 

장비)

제 2 협동기관(국립원예특작원)

장비명 구입년도 구입금액(원) 장비등록번호

간이 CO2 측정기 2013. 9. 2,145,000

O2/CO2 분석기 2014. 9. 13,200,000

당도측정기 2015. 6. 1,415,700

 *본 연구소 규정 상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해서만 NTIS 장비 등록

제 8 장 연구실 안전관리 실적

주관기관(1세부, 2세부 한국원자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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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계획도

 안전점검 추진분야 ⇒ 1. 안전점검의 날 실시(매월)

                      2. 건물별 순회점검(매월)

                      3. 간부진 연구실/연구시설 합동 순회점검 실시(매월)

                      4. 실험실/연구시설 일상안전점검 실시(법정점검)

                      5. 연구실 안전 조치사항 이행 및 점검표 안전방호부로 제출(매월)

▢ 관련근거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 제24조(보건조치)
나.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제5조(연구주체장의 책임), 제8조(안전점검실시)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 동법시행령 제73조의 4
라. 안전점검의날 실시 지침 송부(미래창조과학부 비상안전기획관-1193, 2014. 4. 23)

▢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실 안전관리 항목

※ 관리위험등급의 지정

   - 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 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 

                 방사성 동위원소, 위험성이 높은 기계장비가 설치된 실험실 

   - B 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 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발생실험실 

   - 일반실험실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 관련 실험실 

▢ 한국원자력연구원 검방역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현황

협동기관(1협동 동부팜한농(주))

항  목 적  용  범  위 시행기관 비고

안전점검의 날 실시
(매월)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 연구실 한국원자력연구원

간부진 실험실/연구시설 
합동순회점검 실시

(매월)

-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 A등급, B등급, 일반실험실
- 점검자: 부장/과제책임자
-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한국원자력연구원

실험실/연구시설 일상안전점검 
실시
(매월)

- 대상: A등급, B등급, 일반실험실
- 점검자: 실험책임자, 실험자
- 실시방법: 당일 실험계획을 과제책임자

에게 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안전
점검 실시

- 점검중점: 위험특성에 따른 실험절차서, 
MSDS(물질안전자료)숙지 및 안전보호
구 착용 준수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매분기별 6시간이상)

- 과학기술분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한국원자력연구원

 구 분 성 명 비 고

검방역 연구실 박해준(정), 정래동(부)



- 724 -

 1. 연구 안전 관련 교육 실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13. 4. 19 동부기술원

시험물질, 대조물질 관리법

기기 및 기구 관리법

훈증제 시험법

이병호, 김봉수, 

김혜민, 양보환, 

윤윤이

14. 4. 11 동부기술원

시험물질, 대조물질 관리법

기기 및 기구 관리법

훈증제 시험법

이병호, 김봉수, 

김혜민, 양보환, 

윤윤이

15. 4. 3 동부기술원

시험물질, 대조물질 관리법

기기 및 기구 관리법

훈증제 시험법

이병호, 김봉수, 

김혜민, 양보환, 

윤윤이

 2. 연구 안전 용품 구매 실적

일시 물품명 용도

13.4.16
가스 실린더 받침대

가스 레귤레이터
훈증제 실린더 사용 시 안전용품

14.5.16 SCBA(산청)
훈증제 실험 시 가스 중독 예방용품

(휴대용 공기호흡기)

협동기관(2협동: 국립원예특작원)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실적

   - 연구실안전점검 주 1회 실시 및 안전교육 분기별 시행(연구실내 점검대장 비치)

   - 참여연구원의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연 1 회 실시

협동기관(3협동: 제주대)
- 대학 자체 정기적 화재 안전 점검 실시

- 대학 자체 정기적 연구실 안전 교육 실시

- 참여 연구원의 보험 가입 추진

협동기관(4협동, 1세부 4위탁: 경북대)

1. 담당부서 : 총괄 - 사무국 시설과, 교육 - 환경과학기술연구소

2. 담 당 자 : 총괄 - 남경환
             교육 - 이영호 

3. 안전조치 이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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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지정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시행령 제5조 
  - 대구캠퍼스 : 남경환, 이영호
  - 상주캠퍼스 : 김진봉, 이창섭

 2)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비치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안전관리규정, MSDS, 비상연락망, 연구실 안전수칙 비치 및 게시 
  - 대상 : 923실(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IT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예술대학, 사범대학, 수의과대
학, 약학대학, 생활과학대학, 간호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공동실험실습관, 생태환
경대학, 과학기술대학, 기타 연구시설 등)

 3)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시행령 제7조
  - 대상 : 923개실
  - 정기점검 실시 후 연구실 위험 요소, 전기시설 등 보완설치

 4)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4조
  - 점검업체 : 교육시설 재난공제회
  - 대상 :  A, B등급 600개소 
  - 점검결과 : 1등급(233실) -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등급(201실) - 경미한 결함 일부 보강 필요한 연구실
               3등급(166실) -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일부 보강이 필요한 연
구실  
  - 정밀안전진단 진단 결과에 의거 전기 및 안전시설 등 보완설치 진행

 5) 연구실 안전교육 실시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시행규칙 
제9조 
  - 모든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는 연 2회 온라인 교육 실시
  - 참석인원 : 총 956명 (반도체분야 161명, 기타 과학기술분야 795명)
  - 교육기관 : 경북대학교 환경과학기술연구소

 6) 연구활동종사자 보험 가입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5조 제1항
  - 보험 가입기관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가입대상 : 학부생(13,618명), 대학원생(3,365명), 연구원 (325명)  총 17,308명 가입
  - 공제가입금액 : 사망 1억원/인당, 부상 1천만원/인당

 7)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 관련근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8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건강검진 기관 :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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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기관(5협동: 경상대)

○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 실적

   

- 2015.4. 1: 시행 공동실험실습관-793에 의거, 상반기 신규 연구자 연구실 안전교육 참석

- 2015.7.2.-7.10: 시행 공동실험실습관-1640에 의거, 상반기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실시

- 2015. 3월 및 2015. 9월: 2015년 상/하반기 연구실 안전교육

Ÿ 안전 개선 사항

분야 개선사항 개선기간

소방 안전보관 캐비넷 구매 2015. 8.31

위생 국소배기장치설치 2015.12.09

전기 접지형 콘센트 교체 2015. 8.31

협동기관(6협동: 안동대)

  - 건강검진 대상 : 박사과정(354명), 석사과정(532명), 연구원(229명)  총 1,115명
  - 건강검진 종류 : 일반건강검진 + 특수건강검진

 8) 연구실 안전시설 보완
  - 연구실 안전표지판 부착 (808실)
  - 연구실 흄후드 배기시설보수(46실)
  - 연구실 가연성•독성가스 감지기 및 경보장치 설치(3실)
  - 안전자료 보관함 구매설치 예정(923실)
  - 비상세안기 구매설치 예정(44실)
  - 안전 캐비닛 구매설치 예정(20실)
  - 연구실 안전표지판 부착 예정(115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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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변경 안전교육(하반기) 기록부
소 속  기 관  자연과학대학  학과(전공)명  식물의학과

건물명 및 호실  자연2호관 527호
  관리 번호
  연구실 명 임상식물병리실

교육실시자

(조교수 이상)
 전용호 (인)

 연  구  실

 안전관리자

 (정)  전 용 호  (인)

 (부)  천 원 수  (인)

실시 년월일
참가자

            교  육 내  용
총계   7 명

2015.09.24.

연구원

발라라주 코트날라  

(인)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합계   1 명

2015.09.24.

박사과정

천원수 (인)

김영수 (인)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합계   2 명

2015.09.24.

석사과정

이승희 (인)

이용윤 (인)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합계   2 명

2015.09.24.

학부생    

 조국  (인)

곽현경 (인)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합계    2 명

      안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신규·변경에 따른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15년  09 월   24 일

  확 인 자 :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전 용 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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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변경 안전교육(하반기) 기록부
소 속  기 관  자연과학대학  학과(전공)명  식물의학과

건물명 및 호실  자연2호관 527호
  관리 번호
  연구실 명 임상식물병리실

교육실시자

(조교수 이상)
 전용호 (인)

 연  구  실

 안전관리자

 (정)  전 용 호  (인)

 (부)  천 원 수  (인)

실시 년월일
참가자

            교  육 내  용
총계   3 명

2014.10.1.

연구원

       (인)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합계   1 명

2014.10.1.

박사과정

천원수 (인)

김영수 (인)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합계   2 명

2014.10.1.

석사과정

이승희 (인)

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법령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내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ㆍ 안전한 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사항

ㆍ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ㆍ 연구실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에 관한 사항

ㆍ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ㆍ 물질안전자료에 관한 사항합계   1 명

      안동대학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신규·변경에 따른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14년  10 월   1 일

  확 인 자 : 안전관리책임자   성 명  전 용 호    (인)

협동기관(7협동: 충북대)
충북대학교 연구실 점검결과(문제점) 및 개선계획 및 실적

학과명 식물의학과 호실 401호

실명 곤충생태독성학 실험실 (김길하 교수)

점검 결과(문제점) 개선계획

가연성가스 누출경보기 미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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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출경보기 설치완료

물질안전보건자료 미비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배치 예정

화학약품 성상별 미분류

분류 완료

시약용기 보관 상태 미흡

정리완료

미사용 시약 장기간 보관

미사용 시약 폐기

(학교에 위탁 처리 요청 함)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사용하지 않는 용기로 제거함



- 730 -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 미체결

사용하지 않는 용기로 제거함

가스용기 보관 미흡, 배관 미기입

전도방지장치 체결 완료 및 배관기입완료

안전보건표지 미부착

행정실에 문의하여 부착

인화성물질 다량 보관

실험실에서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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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8건

위탁기관(1세부 3위탁: 충남대)

 ▹ 본 연구기관에서는 자체적 안전관리센터를 통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가 연구 실험실(실험실 

및 실습실)에서 연구 개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안전 확보 및 환경을 보존

하여 연구실 안전사고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안전 확보에 기

여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은 정기교육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안전교육은 안

전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년2회 이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연구실

안전관리통합시스템을 통하여 매일 점검 및 기록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에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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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보상보험을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어 연구 개발 사업 활동 시 필요한 연

구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년 1회) 연구활동 종사를 위하여 

학교에서 실시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특수검진을 수검하였습니다. 

▹ 연구원들이 연구하는 연구실의 안전 상태를 진단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으며, 연구실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 및 동 시설의 실태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객관적으로 조사•파악하고 분야별 잠재 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시설의 보수•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서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안전관리 수칙게시와 일일점검 일지기록, 안전표식의

설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기록 및 비치, 연구실별 비상연락망 작성 비치하였습니다. 

▹ 보험 가입 현황

 

위탁기관(1세부 2위탁: 선문대)
본 연구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연구실 안전관리센터가 있어 연구 활동 종사자가 연구실험실

(실험실ㆍ실습실)에서 연구 활동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훈련은 정기교육으로 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안

전교육은 연구실안전관리책임자의 주관 하에 매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연구실험실 안전관리 

업무일지에 기록 후 매분기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년 1회 이상 

실실하고 있으며 연구실 안전공제 보험에 연구실 안전사고 보상보험을 전 연구원을 대상으로 

가입하고 있어 연구개발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연구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가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2세부 1위탁)

1. 연구실 안전 점검 체계 및 실시 

나. 실험실 안전 점검 체계

1) 평가기준에 의거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관리      

가) 평가등급

(1) 1등급: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2등급: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성에 영향은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3등급: 결함이 2등급보다 취약하고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부 보

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4등급: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

태

(5) 5등급: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 사용금지하고 개선하여야 

하는 상태

다. 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 험 명 보 상 내 용 대 상 주관부서

연구실안전공제

후유장애: 1억원을 한도로 장애등급별

부상/질병: 1000만원을 한도로 상해등급별 

정액/실손 보상 무과실 책임법리

연구활동

종사자

연구실

안전관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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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확물질 관리법 제2조 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이공계열 전체연구실험실 정밀안전진단 실시함

2) 실시: 1년마다 1회 실시하여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

3) 사용 시약들에 대한 MSDS 자료 매달 업데이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수록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검색⋅참조하여 주기적으로 과제 수행에 관련된 시약 및 재료들에 대한 자료를 목록

화하여 실험실에 비치할 것이며, 관련 시약들의 개별적으로 분류하여 별도의 시약장에 보관⋅관

리할 것임.

라.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실시

1) 대상: 연구실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중 인체에 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의 노출위험 있는 연구실험실의 연구활동자

마. 실시: 1년마다 1회 실시

1) 연구실험실 일일점검 실시

가) 개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나) 대상: 공과대학 및 건강보건대학내 실험실, 산학협력단 실험실

다) 방법: 연구실험실 책임자(부) 또는 학과 행정사무원이 본교 포털사이트 내 안전관리 홈페이지

에 접속 하여 매일 실험실 점검을 실시 

14. 교육 훈련

가. 개요: 실험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여 실험 및 연구활동에 기여하고, 또한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실험실의 환경안전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공계

열 대학원생 및 관련자 전원은 환경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강

나. 교육대상: 학부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및 소속연구원 등 

다. 교육방법 

1) 정기교육: 사이버(연구실안전관리사이트 운영)교육 실시: 2013.08.01 시행. 인터넷 포탈 안전강

의실 과목 매년 수료 필  “연구(실험)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본 연구팀 모든 

연구활동종사자는 사고 예방과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본교 포탈사이트 내 안

전관리 홈페이지에 접속 (http://safety.sunmoon.ac.kr)하여 안전교육 강좌를 이수할 계획임.

2) 비정기교육:  학기별 1~2회 실시

15. 보험 가입 현황

보  험  명 보  상  내  용 대  상 주관부서

연구실안전공제
상해사망: 1억원
후유장애: 1억원을 한도로 장해등급별 
정액보상
부상/질병: 1천만원을 한도로 상해등급별      
         정액/실손 보상 무과실 책임법리

학부생, 
대학원생 시설관리팀

위탁기관(2세부 2위탁: 전남대)

▢ 전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추진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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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추진계획 ⇒ 1.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교육

                      2.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실시

                      3.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실시

                      4. 연구실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개선

                      5. 연구실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 등

▢ 전남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항목

▢ 전남대학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현황

  

가. 연구실 정기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1) 대상 연구실

- 과학기술분야 모든 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 연구개발활동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 위험등급별로 환경안전점검을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관리 

※ 관리위험등급의 지정

   - 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 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

방사성 동위원소, 위험성이 높은 기계장비가 설치된 실험실 

   - B 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 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발생실험실 

   - C 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 관련 실험실 

 2) 2014년도 안점점검 및 진단 시행 일정

항  목 적  용  범  위 시행기관 비고

연구실 정기 안전점검
(년 1회 이상)

- 과학기술분야 모든 연구실 전남대학교

연구실 정밀 안전진단
(2년 1회 이상)

- 유해물질 및 유해인자 취급 연구실
- 정기점검 결과 추가점검이 필요한 연구

실
전남대학교

연구실 실내 공기질 관리
(매년 실시)

- 측정 및 분석
- 유해화학물질 사용, 유해인자 보유, 정밀진
단결과 4등급 연구실 

전남대학교

연구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매학기별 6시간이상)

- 과학기술분야 모든 연구활동종사자 전남대학교

연구종사자 건강검진
(매년 실시)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전남대학교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공제
(매년 실시)

- 과학기술분야 연구활동종사자 전남대학교

구 분 성 명 비 고

용봉캠퍼스 윤  찬, 이안승

학동캠퍼스 송주현, 엄기용

여수캠퍼스 김흥식, 김현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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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실 공기질 측정

1) 실시 일정 및 내용 : 연구실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 실시와 함께 유해물질농도 측정관리, 환기대책

수립

다. 연구실 안전교육

1) 교육대상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전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교수, 조

교 등)

- 연구실(실험․실습실)을 출입하는 자(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교수, 조교 등)

(대학원을 수료한 자라도 연구실을 출입하는 경우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희망하는 창업보육센터 업체의 직원 

2) 교육 횟수

- 매학기별 1회 6시간(6차시) 이수를 기본으로 함(총 년 2회-12시간이상)

3) 전공특성별 안전교육 실시

- 전공특성별 안전교육을 실시

- 연구활동종사자의 교육만족도 향상 및 실질적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함

- 필수 2과목, 선택 4과목, 최종 평가 60점이상 수료

※ 집합교육으로 순회안전교육 및 실험전 안전교육 실시하며, 전남대학교 연구환경안전망 홈페이지

(http://safety.jnu.ac.kr)를 통해 사이버 교육 상시 실시

라. 연구활동종사자 건강검진

1) 검진대상자 및 검진대상 물질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로서 위 물질을 취급하지 않더라도 건강검진을 원하는 연구활동

종사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인자 보유 연구실(메탄올외 178종)

- 상기 물질을 취급하여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건강검진 종류

- 일반검진 

- 유해인자별 건강검진 : 특수검진

3) 추진일정

- 기관별 유해인자 취급기준 설정(2015.07.)

- 건강검진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표 작성 요청(2015.07.~08.)

- 건강검진대상자 선정을 위한 유해인자 노출정도 분석 및 평가(2015.08.)

- 건강검진대상자 선정 및 통지(2015.08.)

- 건강검진 실시기관 선정(2015.09.)

- 건강검진 실시(2015.09.~10.)

마. 연구활동종사자 안전공제

1) 가입 대상자

-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종사하는 연구활동종사자 전원(4대보험가입자 제외)

구 분 안전점검 시행시기 대상 연구실 비 고

정기점검
2015. 4 ~ 6월 광주캠퍼스 해당 연구실

2015. 4 ~ 6월 여수캠퍼스 해당 연구실

정밀진단
2015. 9 ~ 10월 광주캠퍼스 해당 연구실

2015. 9 ~ 10월 여수캠퍼스 해당 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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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실습실을 출입하여 교육 또는 연구를 수행하는 자

(대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연구보조원)

2) 안전공제 재가입

- 가입회사명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재가입 년월일 : 2014. 10. 18.

3) 보상기준 및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보상기준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

-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발생시 보상

보상내

용

사망 ▪1인당 1억원 보상

후유장

해
▪1억원을 한도로 후유장해등급별 정액 보상

부상 ▪1천만원을 한도로 1인당 상해등급별 정액 및 실손 보상

바. 추가 이행 계획

구  분 내  용 비  고
▪실험실 안전장비 구입

 실험실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보호장비와 안전수칙 등
설치

▪연구실험실 안전점검시스템 구축 
 고도화된 안전점검시스템 업데이트 : 자가 일일점검시
스템 업데이트 등 시스템 유지 보수 

▪GHS 안전표식 부착  실험실에 안전 표식 부착

위탁기관(2협동 1위탁: 계명대)

▨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운영 내용(2014년 2학기 ~ 2015년 1학기)

 ○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 대상: 우리 대학교 모든 연구 활동 종사자(학부생, 대학원생, 조교, 연구원)(약 8,300명)

  - 교육내용: 해당 학과별 특성에 맞추어 화학물질, 소방, 전기, 기계, 연구실 일반 등의 내용을 A, B, 

C 코스로 분류하여 등록

  - 교육방법: 해당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해당 연구활동종사자들이 로그인하여 온라인 교육 

수강

  - 교육실시: 2014학년도 2학기, 2015학년도 1학기 실시 완료

  - 교육안내 내용

   1)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시 안전교육 이수에 대한 내용 전달 요청(공문 발송)

   2) 매 학기초 온라인 교육 안내 공문 발송(수강 지도 요청)

   3) 사용자 매뉴얼 발행

   4) 그룹관리자(해당학과 조교), 대학원생, 연구원 별도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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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온라인 안전교육 사용자 화면 및 연구실 안전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배부

    

사진 1. 단과대학별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 교육실시

○ 연구실 안전정보 관리 주요 내용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2015. 7. 1. 시행)에 따른 연구실 안전책임자, 안전관리담

당자 용어 변경 및 대상 등록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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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안전관리시스템 Database 백업 및 관리

  - 2015학년도 새로운 편제조정에 따른 학과정보 반영

  - 실험실 폐수처리 관리: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내 발생 폐수량을 등록하여 폐수 전체량을 적정관리

하며, 월1회 정도의 주기(적정량 이상 보관중이라고 판단시)로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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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및 관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연구실 일

상점검의 온라인 실시하고 자원관리팀에서 모니터링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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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1. 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고시(검역본부 제2015-36호)

2. 이온화에너지 식물검역소독 표준처리절차서(SOP)

3. 방사선 병용처리 저장성병원균 제어설정(안)

4.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분석법의 표준처리절차(안)

※별첨자료

1. 주요국의 친환경 소독처리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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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기술개발 연구사업 등을 통하여 개발된 소

독처리기준을 규정에 반영하고, 훈증시설을 소독시설로 확대하는

등 수출입식물 소독현장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소독처리기준 신설 및 개선(별책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

수출입식물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훈증제 등 화학적 소독

처리기준 신설

m 파프리카, 토마토의 가루이, 총채벌레 등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소독기준 신설

m 파인애플, 야자묘목, 크로톤 묘목, 폴리시아스 묘목, 행복나무

의 깍지벌레에 대한 포스핀 훈증제 소독기준 신설

m 파인애플의 깍지벌레에 대한 에틸포메이트, 포스핀 훈증제 병

용처리 소독기준 신설

수출입식물에 대한 물리적 소독방법인 방사선 조사, 저산소가온처

리 기준 신설

m 수출 파프리카, 사과, 장미, 국화의 담배나방, 목화진딧물 등에 

대한 방사선조사 기준 신설

m 사과의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 등에 대한 저산소가온

처리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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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류 및 바나나에 대한 소독처리기준 개선

m 오렌지, 레몬, 자몽의 소독처리기준 변경

- 에틸포메이트 210g/㎥ → 420g/㎥

m 바나나의 에틸포메이트 최저농도시간적 설정 : 19gh/㎥

나. 훈증시설을 소독시설로 확대함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제5

조, 32조, 33조, 34조, 제35조, 제35조의2 )

소독시설의 유효기간 규정 정비

m 훈증시설, 방사선조사 시설의 유효기간 정비

방사선조사 시설 기준 신설

m 인력, 방사선 소독시설, 방사선원, 선량측정계 등 기준

방사선조사 시설의 확인 방법 신설

m 확인절차, 확인방법, 현장검사, 유의사항 등

소독시설 관련 규정 정비

m 방사선조사시설 정의 신설, 훈증시설을 소독시설로 변경, 소독

시설 구조명세서, 소독시설확인서(효력 취소 관련 뒷면 설명 포

함) 등 양식 변경

나.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제15조, 별표4)

방제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개정

m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 중 소독처리

기준 미준수, 허위소독 사항은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포함되

어 삭제

방독면 관련 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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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소독처리시 전면형 방독면을 사용하되, 안전허용기준 이하의 메틸

브로마이드, 에틸포메이트 개방 작업시는 반면형도 착용 가능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기 타 : 1)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개정안

2) 신ㆍ구조문대비표(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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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6호

식물방역법 제7조의2, 제7조의3, 제16조, 제18조,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6조,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제18조,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농약관리법 제3조의2, 제7조제3항, 제23조, 제24조,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9조부터 21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의2, 제6조의

2, 제10조의2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

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35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

니다.

2015년 12월 2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정 1996. 12. 1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6- 4호

개정 1998. 01. 22.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8- 1호

개정 1999. 03. 16.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9- 1호

개정 1999. 08. 24.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1999-16호

개정 2000. 12. 3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0- 6호

개정 2001. 12. 31.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1- 6호

개정 2002. 11. 14.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2- 9호

개정 2003. 11. 18.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3-13호

개정 2004. 08. 9.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4- 5호

개정 2006. 10. 20. 국립식물검역소 고시 제2006-12호

개정 2008. 07. 28. 국립식물검역원 고시 제2008-5호

개정 2009. 03. 20.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0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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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10. 12. 20. 국립식물검역원고시 제2010-18호

개정 2011.6.15.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71호

개정 2011.8.1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1-102호

개정 2012.2.2.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64호

개정 2012.3.26.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03호

개정 2012.12.2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고시 제2012-179호

개정 2013.3.23.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15호

개정 2013.6.28.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126호

개정 2014.12.15.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4-35호

개정 2015.12.2.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5-36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 식물방역

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

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입식물방제업자”(이하 ‘방제업자’라 한다)란 농약관리법 제3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

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출입식물방제업(이하 ‘방제업’이라 한

다)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수출입자”란 식물(당해 식물의 용기 및 포장을 포함한다)을 수

출 또는 수입하는 자(수출자 또는 수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당

해 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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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제기술자”란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명시된 자격요건

을 갖춘 자를 말한다

4. “소독”이란 수출입식물 등에 부착 또는 감염된 병해충의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훈증, 열처리, 약제 침지, 방사선조사,

저산소가온처리 등의 처리를 말한다.

5. “소독시설”이란 병해충에 대한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하

여 규격화된 시설을 말한다.

6. “훈증소독시설”(이하 ‘훈증시설’이라 한다)이란 가스상태의 훈증

제를 이용하여 병해충을 사멸시킬 수 있도록 기밀성이 유지되고

일정시간 내에 가스농도가 균일화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방사선조사시설” 이란 병해충을 불임화 또는 불활성화를 위하

여 목적하는 흡수선량에 도달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8. “소독시설자”란 훈증시설, 방사선조사 시설 등 병해충에 대한

살충, 불활성화, 불임화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9.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이하 ‘열처리업자’라 한다)란 식물방역

법 제40조에 따라 검역본부장으로부터 “수출입목재열처리업”(이

하 ‘열처리업’이라 한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2장 훈증소독 위해방지 등

제3조(훈증소독 등의 실시) ① 수출입식물에 대한 훈증소독은 방제업

자가 실시하고, 목재 및 목재포장재의 열처리는 열처리업자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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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식물

검역관이 직접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훈증소독과 목재 및 목재포장재에 대한 열처리를 제

외한 약제의 살포․분의․침지, 건열․열․저온․증열․수몰처리, 온탕침지

등은 수출입자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독계획서 등 제출) ①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시행

규칙 제16조에 따라 검역 신청한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독계획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

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방제업자는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식물검역관이 소독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일정 등을 소

독 실시 한 시간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

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

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5조(훈증소독작업 중 조치사항 등) 방제업자, 수출입자, 훈증소독

시설자 및 하역업자(하역책임자 포함)가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

여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은 별표 1, 2, 3 및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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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식물검역 소독처리

제6조(소독의 방법) ⓛ 식물방역법 제16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한 소독은 훈증, 약제의 살포․분의․침지, 건열․열․

저온․증열․수몰처리, 온탕침지, 방사선조사, 저산소가온처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처리는 별책 “식물검역소독처리기

준”(이하 “소독처리기준”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소독처리기준

에 명시되지 아니한 식물 및 병해충에 대한 소독은 그의 생리와 특

성이 유사한 식물 및 병해충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격리재배 중의 식물에 대한 검역에서 관리병해충, 잠정규제병해

충,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약제살포 등에 의한 소독

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소독처분은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이 전량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

우에는 전량에 대하여 실시하고 검역단위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역단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입자가 소독을 실시하는 것보다 반송 또는 폐기를 원할 경우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독을 실

시하는 것보다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물방역법시행규칙 제

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반송 또는 반출 전에 소독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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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 후에 반송, 반출 또는 폐기하도록 하며, 우

편수입식물 및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기 어려워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동

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⑥ 수입식물 또는 경유물품의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죽거나

발육 중단 등으로 분류동정이 어려워 검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독 또는 반송․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 등이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류동정 이전이라도 당

해 병해충이 금지병해충의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독을 허용할 수 있다.

⑦ 온탕침지 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독처리기준(T600 공통

사항)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구비하고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

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품질손상, 약해 우려 식물에 대한 조치) ①소독으로 인하여

품질손상, 약해, 기타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식물 또는 경유물품에

대하여 소독명령서를 발급한 식물검역관은 수입자․경유물품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소독으로 인하여 품질손상, 약해, 기

타피해가 우려될 수 있음을 구두, 전화, 소독명령서상의 기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스스로 소독 받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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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경우나 의무소독 대상 물품을 소독하는 경우에는 소독실시를

의뢰받은 방제업자가 약해 우려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수입자 또는 경

유물품의 소유자는 소독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소독처리동

의서를 제출하여야 소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식물방역법시행규

칙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반송 또는 반출 전에 소독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독처리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소독처리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약해 우려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결

과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 ①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제26

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소독명령 이행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확

인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및 병해충의 특성상 소독효과가 안정적으로 나

타나는 등 외래병해충 유입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품목 및 병해충에 대하여는 소독 이행결과를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으

로갈음할수있다

1. 곡류 및 건조 농산물 : 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부착 해충 또는 공

시충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2. 목재류 및 죽재류 : 훈증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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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다

만, 개방시간이 경과되어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서 정한

농도미만인 경우에는 부착해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수몰소독

의 경우에는 소독처리기간 경과 후 부착해충의 사멸여부를 확인

한다.

3. 생식물류(과실류, 채소류, 종묘류, 삽수및접수등) :

가. 훈증소독의 경우에는 투약 및 개방 시에 소독의 이행 결과를 확인

하며, 소독처리 기준에 최종 가스농도(또는 최저 농도시간적)가 설

정되어 있는 품목은 가스농도(또는 최저 농도시간적)를, 최종 가스

농도(또는 최저 농도시간적)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은 부

착해충 또는 공시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나. 살균소독의경우에는약제분의, 침지 등의 처리로 소독효과 확인을 갈

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병원체의 사멸여

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다. 온탕침지 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완료 후 소독대상 유해동․식

물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4. 잡화류(볏짚, 바구니, 나무껍질, 선박, 컨테이너 등) : 소독처리시

간 경과 후 소독처리기준의 최종 가스농도, 부착해충 또는 공시

충을 확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소독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 780 -

『수입식물검역요령』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

중 컨테이너 추출기준을 적용하여 개방 확인을 할 수 있다.

③ 식물검역관은 부실소독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소독과정에 입회하

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④ 방제업자는 별지3호 서식의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작성하여 소

독 이행결과 확인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⑤ 방제업자는 소독작업 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출입식물훈증소독

작업일지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포장

재를 소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의 서식을 사용

한다.

⑥ 본선소독 후 타국가로 반출되는 수입 또는 경유 목재에 대한 소

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

장은 방제업체가 제출하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역은 별지 제

24호서식의 소독증명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제9조(재소독의 실시) ① 제8조에 따라 소독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소독을 실시한다.

1. 공통

가. 밀폐시킨 훈증물의 덮개 선창, 출입문, 천막 등이 개방예정 시간

이전에 개방 또는 파손되어 최종가스 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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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나. 투약 후 경과시간별 최저가스 농도가 지정된 식물의 경우 최

저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된 경우. 다만 별책 소독처

리기준 중 T100. 과실류 및 채소류는 공통기준 제5항의 보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 온탕침지 소독결과 소독대상 유해동․식물이 살아 있는 경우

2. 곡류 및 건조 농산물 :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시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이 살아 있는 경우

3. 목재류 및 죽재류 :

가. 훈증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시 최종 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

에 미달된 경우, 또는 개방시간이 경과되어 최종 가스농도가 소

독처리기준에 미달되어 부착해충의 사멸여부 확인 결과 살아있

는 경우

나. 수몰소독의 경우 소독처리기간 경과 후 부착해충 사멸여부

확인 결과 살아 있는 경우

다. 원목이 결빙되어 있는 경우

4. 생식물류 :

가.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최종 가스농도가 설정되지 아니한 품목은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이 살

아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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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잡화류 : 소독이행결과 확인 시 최종 가스농도에 미달되는 경우 또

는 부착해충이나 공시충이 살아 있는 경우

6. 투약․개방 시 식물검역관의 소독 이행 결과 확인을 생략하는

식물류

가. 부착해충이 살아있는 경우

나. 최종가스농도가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최종가스농도가 “소독

처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② 상대국에서 소독을 실시한 수입식물을 소독하는 경우와 재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에 재소독 약제는 가능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상대국가와 합의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 특정 식물에 대하

여는 상대 국가와의 식물검역협상 결과 합의된 소독처리기준은 본

소독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 ①수출식물에 대하

여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처리기준을 본 소독처리기준에 우선하

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실훈증

소독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약 및 개방 시에

입회하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에 대하여 수입국의 소독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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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1항에 의거 소독처리사항을 수출위생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

할 수 있다.

제4장 방제업의 신고·시설 검사 등

제12조(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 ① 농약관리법 제3조의2,

동법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

부장은 시설, 장비 등이 동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역용약제보관창고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재

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농약

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

실을 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제12조의2(방제업체의 관리)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농약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관할지역에 소재하는 방제업체의 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하여 연간 1회 이상 검사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의 시설 등이 관할지

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소재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

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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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인력․시설․장비 등이 농약관리법시행규칙 제6조의2 신고기준에 적합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해당 방제업체에 대

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의3(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등) ① 방제업자는 농약관리법시행규

칙 제5조에 따른 신고사항(인력․시설․장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

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25호서

식으로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소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신고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변동신고 사항 중 관할지역 외에 있는 시설 등은 소재

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검사결과를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소독처리마크 제출) ①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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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방제업신고기준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방제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

를 제작, 수출입화물목재포장재검역요령(이하 ‘포장재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

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마모 등으

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동일하게 다시 제작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검역요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신청

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방제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처분기간동안

반납하여야 한다.

④ 기타 소독처리마크 제출절차, 폐기 등은 포장재검역요령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3조(삭 제)

제14조(소독실적 등 제출) ① 방제업자는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구

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에 대한 소독실적과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으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실적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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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식물검역용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업자는 별지 제7호 서식

에 의한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 및 판매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

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삭제>

제5장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소독관련업자의 준수사항

제15조(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①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

분은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에 의하며 처분의 세부기준은 동법 시

행규칙 제11조의 별표 2에 의한다.

②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훈증 및 약제살포 등 소독작업을 부

실하게 한 경우 또는 동호라목의 피훈증물의 안전성을 위해할 경우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 규정된 시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거나 훈증소독작

업결과서를 허위로 기재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3. 10℃ 미만의 온도에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 소독 시 기화기를 사용하

지 아니하고 투약한 경우

4. 생식물에 대한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시 기화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투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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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밀봉된 피훈증물의 포장을 벗기지 아니하였거나 구멍을 뚫지 아

니하여 약제침투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독한 경우

6. (삭제)

7. 훈증용적 산출이 부적정한 경우

8. 투약호스, 가스농도 측정호스 등을 부적정하게 설치한 경우

9. 가스누출에 대한 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방제기술자 입회 없이 투약, 개방 등 소독작업을 실시한 경우

11. 활성이 떨어지는 공시충을 투입하였거나 공시충을 규정에 맞

지 않게 투입한 경우

12. 원목 등에 대하여 해충비산방지를 위한 약제살포를 의뢰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또는 결빙된 원목

을 소독한 경우

13. 기타 소독작업을 부실하게 하여 소독효과를 저하시킨 경우

③ 농약관리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 2

Ⅱ 제1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훈증소독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

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비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는 훈증소독 현장에 경비근무자가

없는 경우

2. 소독처리현황판, 출입금지표시줄 또는 접근금지표시줄(표시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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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훈증기자재와 구급기재 등이 미비하거나 부적정하게 사용한 경우

4. 검역용약제보관창고에 대한 관리상태가 부적절한 경우

5. 투약 및 개방 시 격리식 전면형 방독면을 미착용한 경우

6. 건강상태 불량자, 노약자 및 음주자 등을 작업에 참여시킨 경우

7. 방독면 및 정화통에 사용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사용 내

역을 기록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8. 기타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준수사항) 방제업자, 소독시설자 등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① 식물방역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식물방역법 관계 규정

②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 등 수출입식물검역소

독처리규정

③ 농약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동법의 관계 규정

제6장 방제기술교육 등

제17조(교육대상)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방제업에 방제기술자로 계속

종사하려는 자는 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이하 방제협회장”이라 한

다)이 실시하는 소정의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의 구분) 방제기술자가 되려는 자는 신규교육을, 방제업체

에서 방제기술자로 종사하는 자는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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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료증의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자는 신규교

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

제19조(교육기간 등) ① 방제협회장은 매년 교육시기, 장소, 기간 등

이 포함된 방제기술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교육실시 전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② 방제기술 교육기간은 신규교육은 2일 이상, 보수교육은 1일 이

상 실시하되 시기는 방제협회장이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

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③ 방제협회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내용) 방제기술교육은 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 관련

규정, 훈증위해방지, 훈증요령, 훈증제 특성, 훈증 원리, 훈증 실제

및 실습, 목재포장재 검역요령 등으로 한다.

제21조(수강신청) 방제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으로 수강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전까지 방제협회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일정의 통지) 삭 제

제23조(강사선임) 삭 제

제24조(평가실시) ① 교육주관자는 교육에 대한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

여야 한다. 다만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평가는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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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의 평가는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기시험을 병행 실

시할 수 있다.

제25조(합격기준) 매시험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평균 득점이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26조(수료증 발급) ① 방제협회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교육 이수자중 평

가결과가 제25조의 합격기준을 미달한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

식에 의한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교육수료증 이

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불합격자 처리 등) 평가시험 불합격자는 3개월 후 재시험에

응시하거나, 다음 번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28조(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① 수료증의 발급을 받은

자가 동 증명서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

12호 서식에 의한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주관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관계서류의 보존) 방제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일정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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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장 : 영구

2. 수료증 재발급,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3년

3. 시험 문제 : 3년

4. 답안 용지 : 3년

제30조(수료증 유효기간) ①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교육이수일로부터 3년

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만료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수료증 유효기간이 180일이 경과된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소독작

업을 할 수 없다.

제31조(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 ① 방제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에 대한 교육을

받기 위하여 방제협회장에게 교육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방제협회장은 교육시기, 장소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고 검역본부장에게 교육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요청을 받은 검역본부장은 1주일 이내에 방제업자를 대상으

로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장 소독시설의 확인 및 관리

제32조(소독시설의 기준 등) 창고, 컨테이너, 사이로 또는 부선을 소

독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5의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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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소독시설의 확인신청) 소독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

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소독시설확인신청서에 시설 구조명세서(평면

도와 입면도 포함) 및 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

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확인방법) 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33조에 의한 소독

시설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결과 해당

시설이 소독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소독시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소독시설 확인서를 발

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소독시설의 유효기간) 소독시설 확인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또는 철강판을 재료로 하여 건립한 훈증시설은 확인

일로부터 사이로의 경우 3년간, 컨테이너의 경우 2년간, 그 외의

것은 1년간으로 한다.

2. 방사선조사 시설은 확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35조의2(소독시설의 변경 확인) ① 소독시설 소유자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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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독시설확인서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제36조(소독시설의 현황보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연간 소

독시설의 현황을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

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소독처리기준의 설정

제37조(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 등) ① 제6조 제2항의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별지 제27호의 “소독처리기준 설정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인적사항

2. 설정하고자 하는 소독처리기준 개요

3. 효과 입증 시험결과 자료

4. 실행 및 적용가능성 자료(외국의 사례 등)

5. 현장 적용 표준처리방법(SOP)

② 제1항 제3호의 자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

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전단에 따른 연구기관이 수행한 시

험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의 공신력 있는 기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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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에서 수행되어 학술논문 등으로 발표 또는 보고된 자료가 있

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제1항 제3호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를 접수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별표

7 소독시험 자료 검토기준 등에 따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

과를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독 기준 설정에 필요한 자료

가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8조(소독처리기준 설정 기준) 수출입식물 소독기법이 소독처리기준

으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를 충족시켜야 한다.

1. 대상 병해충이 완전히 사멸 또는 발육정지 되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어야 하며,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2. 소독처리 후 일정기간 식물체에 대한 약해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없거나 적어야 한다.

3. 인체 및 환경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자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4. 국제적으로 실행 및 적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5. 화학약제의 경우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제39조(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 ① 제37조로 신청․검토된 소독처리

기준은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38조의 소독처리기준 설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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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위원장으로 식물방제과장, 위원으로는 식물검역과․위

험관리과․식물방제과의 담당주무와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의 담당

주무로 구성되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가 포함

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소독 기준 설

정에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제40조

의 소독처리기준 설정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에 국제기준으로 채택되어 있는 소독처리

기준

2. 미국 등 선진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소독처리기준

3.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직접 또는 용역사업으로 추진하여 개발한 소

독처리기준

제40조(소독시험 방법) ① 제37조 제1항제3호의 소독효과 입증을 위하

여 수행하여야 하는 소독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표8의 훈증

소독시험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대상해충의 감수성 평가

2. 훈증제의 침투, 수착성 평가

3. 대상식물의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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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 적용 시험

② 방사선조사 등 물리적 소독처리기준 설정을 위한 소독시험은 제

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와 같으며, 별표 8의 훈증소독시험의 방

법을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 및 제2항의 현장적용시험을 위하여 소독처리한 대

상식물에는 해충이 사멸이 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소독처리를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재검토기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

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시행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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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방제업자 또는 수출입자가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 할 사항

1. 방제업자 또는 수출입업자는 훈증소독작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관련하는 자

에 대하여 훈증제의 특성, 중독현상, 구급조치방법, 작업순서, 안전작업기준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시키는 등 위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2. 방제업자는 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한 검역용약제보관창고에 대하여 관리책임자

를 지정, 농약취급제한기준과 농약 라벨상의 안전 및 주의사항을 지켜 관리

하고, 창고 출입구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접근금지표시”를 부착하여 사람의 

접근을 막고, 창고 내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약제보관수량 현황판”을 

게시하여 약제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약제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훈증약

제의 수송, 이전 등에 철저를 기한다.

3. 방제업자는 훈증소독작업에 필요한 가스검지기 등을 수시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때에는 즉시 정비, 보완하거나 교체하여야 한다.

4. 방제업자는 방독면과 정화통의 사용자를 지정하고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정화통의 중량이 사용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였거나 제조일로부터 2년 또

는 사용 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것은 사용을 제한한다. 다만 제조사로부터 유

효기간이 정해진 것은 그에 따른다.

5. 방제업자는 가스농도측정기에 충진제를 염화칼슘, 소다라임 순으로 결합하고,

충진제의 교체는 염화칼슘이 1/3 조해된 시점에 하여야 한다.

6. 방제업자는 소독작업 시 작업자가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투약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소독장소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별지 제17호서

식의 소독처리현황판, 출입금지표시판 및 접근금지표시줄(표시판)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출입자 및 하역업자 등은 

작업자가 하역이나 출고작업 등을 하는 경우에는 소독감시원 등으로부터 안

전여부를 확인받은 후에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안전허용농도 이하에서만 작업)

6-1. 훈증약제별 안전허용농도는 MB의 경우 1ppm, 인화수소는 0.3ppm, 청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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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7ppm, 에칠포메이트는 100ppm이다.

주)청산의 경우는 최고노출기준(C)으로 근로자가 1일 작업시간동안 잠시라도 

노출되어서는 아니되는 기준을 말함.

7.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1년마다 훈증소독 종사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

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노약자 또는 중독자 등은 훈증소독작업에 참여시

키지 말아야 한다.

8. 훈증소독과 관련하여 부상․중독․사망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원인 

및 내용을  즉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훈증소독을 실시하는 장소에는 위급사항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할 수 있도

록 지정병원 및 관할 지역본부 연락처, 사고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이 명기된 

‘위급사항 발생 시 대처요령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10. [별표 4]의 소독장소별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 중 해당 

주의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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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훈증소독시설자(관리자 포함)가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 할 사항

1.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방제업자, 방제기술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사이로, 선박 등 훈증시설에 대하여 평상시 철판의 부식, 구멍 등 누출부위를 

파악하여 훈증소독 시 방제업자에게 누출정보를 알려주는 등 위해사고 예방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방제업자가 지시하는 소독일정, 훈증실시방법, 가스의 특성, 중독증상, 긴급사

태 발생 때의 조치(응급처치, 의사의 연락 등) 등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훈증시설관리자는 작업실시 전 보안요원, 작업요원 등에게 충분히 주

의촉구 및 설명하고 사고예방을 하여야 한다.

4.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두고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즉시 구급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5. 건강상태 불량자, 노약자, 음주자 등은 작업 및 보안요원으로 참여시키지 말

아야 한다.

6. 투약부터 개방 후 방제기술자에 의해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는 작업자가 훈증

소독장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7. 별표 4의 소독장소별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 중 해당 주의

사항을 준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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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하역(출고)업자(하역책임자 포함)가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 할 사항

1.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방제업자, 방제기술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

여야 한다.

2. 하역(출고)실시에 앞서 작업원에게 훈증제의 특성, 작업상의 주의사항, 가스중

독 증상 등에 관하여 교육시키는 등 위해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한다.

3. 방제기술자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는 작업자를 훈증시설에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4. 하역(출고)작업 중에는 하역(출고)시설 내의 환기를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 또

한, 하역(출고)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곡류 등에 대하여는 가급적 흡입 장치,

버켓이 달린 기중기 등의 장비를 사용하여 하역(출고)하여야 하고 방독면을 

착용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선창, 거주장소 및 화물을 쌓아 놓는 곳의 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인지를 

방제기술자가 확인을 하여 안전이 확인된 후 하역(출고)을 시켜야 한다.

6.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두고 긴급사태 발생 시에는 즉시 구급조치를 취하여야 한

다.

7. 건강상태 불량자, 노약자 및 음주자 등을 하역(출고)작업에 참여시키지 말아

야 한다.

8. 작업자의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방제기술자에게 가스농도 측정

을 요청할 수 있다.

9. 별표 4의 소독장소별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할 사항 중 해당사항

을 준수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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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소독장소별 훈증소독 위해방지를 위하여 조치 할 사항

1. 본선 훈증 소독

1.1 본선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

(1) 수출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해당식물을 관리하고 있는 자(이하“관리자”

라고 한다) 또는 방제업자는 당해 훈증소독을 할 본선이 소속하는 선박

회사(이하 “선박회사”라고 한다) 또는 당해 본선의 선장(이하 “선장”이

라고 한다)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ㅇ 선박회사 또는 선장은 본선 훈증소독에 대비하여 사전에 선박의 파손,

구멍유무 등 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2) 선박회사 또는 선장, 해당 훈증을 할 방제업자는 해치(뚜껑)의 완전 밀폐

가 가능한지를 확인한다.

(3) 승무원은 선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보안요원을 제외하고 전원 하선한다.

(4) 보안요원의 휴식장소는 가능한 갑판 위에 방을 확보한다.

(5) 중앙기관형 선박의 경우에는 under-bridge cargo space가 비어 있어야 한

다.

(6) 훈증소독은 경험이 있는 방제기술자를 작업에 참여시킨다.

(7) 가스검정기(간섭계형, 염색반응형 등의 가스검정기를 말함. 이하 같음),

방독마스크(정화통은 유기가스용, 메틸브로마이드용, 인화수소용 또는 청

산용으로 면체는 전면형 또는 반면형일 것. 반면형은 메틸브로마이드, 에

틸포메이트 사용시 안전허용농도 이하의 개방 작업에서만 착용할 것.), 공

기호흡기, 선창 밀폐천막, 연락 무선기 등 훈증기자재 및 구급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8)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조치체제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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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다. 또한 지정한 의료기관에 「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

등 훈증약제자료를 통보하여 MB 등 훈증약제 중독에 대비한다.

(9) 투약 직후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방제기술자 1명 및 감시원 

2명 이상을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방제기술자는 투약 후 가스누출 등 안

전사항을 확인한 후 감시원에게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하선할 

수 있다.

1.2. 본선 훈증소독 작업에서 점검 및 조치할 사항

훈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아래 기재하는 사항을 점검 및 조치한다.

각 사항 끝의 [ ]내는 해당 점검 및 조치사항 준수에 대한 책임자임(부선, 사

이로, 창고, 목재천막, 컨테이너 훈증소독 시에도 동일)

(1) 훈증소독 전

① 방제업자는 소독일정, 훈증실시방법, 가스의 특성, 중독증상, 긴급사태 발

생 때의 조치(응급처치, 의사의 연락 등) 등 훈증소독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미리 선장, 선원, 보안요원에게 충분히 주의 촉구 (서면통보 포

함) 및 설명하여 준다. [방제업자]

②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하도록 한다. [방제업자]

③ 미리 선박회사, 선장, 하역업자, 방제업자 간에 투약시간, 개방시간, 승무

원의 승선개시 가능시간 및 하역개시 가능시간, 상호간 연락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한다. [방제업자]

④ 선체구조, 특징을 충분히 파악하여 밀폐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선박회사 또는 선장과 충분히 협의하여 현장에서 확인한다. 특히 전선의 

파이프, 테레그라프 작동계통 관통부위 및 연락개공부위(連絡開孔部位)등

에 주의한다. [선장, 방제기술자]

⑤ 훈증관계자, 보안요원 이외의 자가 훈증시설 내 또는 그 주위에 승선하

지 않은 것을 확인한다. [선장 및 방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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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훈증소독 장소에 사람이 무단출입을 하지 않도록 트랩입구, 갑판 통로 

등에『훈증소독 중 출입금지』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방제기술자]

⑦ 본선에는 VE기, RS기를 게양한다. [선장]

⑧ 감시원은 2명 이상을 한 조로 하고 투약 직후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

될 때까지 가스누출, 출입금지 등에 대해서 완전 감시체제를 갖춘다. 또

한 선박의 보안요원도 자체적으로 감시원 및 보안요원과 교대로 이상 유

무 등을 확인한다. [방제업자 및 선장]

⑨ 밀폐 및 틈 바르기 실시와 그 확인을 완전히 한다. [방제기술자]

⑩ 선창 내로 들어갈 때는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에 따른 산소결핍 유무를 

가스검지기로 점검하고 들어간다. 또한 산소농도가 18% 미만일 경우에

는 공기호흡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제기술자]

⑪ 투약호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투약호스를 설치하되, 훈증제의 비중이 공기

보다 무거운 것은 더미의 상부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것은 더미의 하부로

부터 시작하여 외부까지 설치하고, 시설물의 넓이 16㎡ 또는 시설물의 내용

적 500㎥당 1개씩 설치한다. [방제기술자]

⑫ 외부에서 선창 내의 가스농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측정용 파이프 끝을 

선창(escape hole 안)내의 상부, 중부, 하부에서 외부까지 각각 1본 이상 

설치한다. [방제기술자]

⑬ 훈증기자재, 구급기자재를 점검한다. [방제기술자]

(2) 훈증 중 

① MB 투약은 선창 외부에서 투약호스 끝을 고정해서 한다. 또 투약 후 

가스용기 등은 반드시 잔존가스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처리한

다. [방제기술자]

② 훈증소독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투약

전과 투약 후 사람 수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ㅇ 산소농도가 18% 미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공기호흡기를 사용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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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약 후에는 선원거주장소, 기관실, 밀폐장소에 대해서 가스검정기로 가

스누출 유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스누출이 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방

지조치를 강구한다. [방제기술자]

④ 보안요원이 휴식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경우는 감시원과 연락을 취

하여 행동한다. [보안요원]

⑤ 본선에는 휘발유, 중유, 페인트 등 가연성 유류가 다량 있으므로 화재 예

방에 만전을 기한다. [해당자 전원]

⑥ 감시원 및 보안요원은 투약 직후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일

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한다. [해당자 전원]

⑦ 개방 전 규정된 시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방제기술자]

(3) 가스 개방 시

① 개방에 앞서 선원거주장소 및 기관실 등의 창문 개공부위를 모두 밀폐하

고 에어컨디션 등은  정지시킨다[방제기술자]

이 때 보안요원이 휴식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할 경우는 방제기술자의 지시

에 따라 행동한다.[보안요원]

② 개방 후 가스농도가 허용농도(MB의 경우는 1ppm, 인화수소는 0.3ppm

이하 같음) 이하로 낮아진 것이 확인될 때까지는 보안요원의 기관실 등

의 출입을 금지한다. [방제기술자]

(주) 허용농도 확인은 염색반응형 가스검정기 등으로 가스농도가 낮아지

고 있는 것을 우선 측정한 후 검지관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개방을 위하여 밀폐용 비닐시트 등을 철거하는 개방작업에 종사하는 자(감

시원 포함)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제기술자]

④ 선창 개방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MB를 흡입하지 않도록 바람을 등지는 

위치에서 작업을 하도록 한다. [방제기술자]

⑤ 밀폐장소의 개방은 바람을 등지는 위치에서 한다. [방제기술자]

⑥ 각 선창에 대해서는 비닐시트를 제거한 후 hatch board를 하나씩 건너 

열어서 배기를 촉진시킨다. 다만 무풍상태(無風狀態)일 때는 모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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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선장]

⑦ 접안해서 본선 훈증한 경우는 허용농도 이상의 가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는 「출입금지」표시를 하고 감시원을 배치하여 훈증관계

자 이외는 출입을 금지시킨다. [방제기술자]

⑧ 선창 내에 들어갈 때는 이산화탄소 등의 발생으로 인한 산소결핍 등 안

전유무를 반드시 점검하고 들어간다. [방제기술자]

⑨ 화재예방에 대해서는 (2)의 ⑤ 사항을 준수한다. [해당자 전원]

(4) 개방 후

① 선원거주장소, 기관실 및 마스트 룸 등에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가스가 

확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장소에 있는 창문 등 개공부의 

밀폐를 해제하고 또 에어컨디션 기계의 운전을 재개한다.

[방제기술자]

② 훈증작업에 종사하는 자(감시원을 포함) 및 보안요원 이외의 승선은 가

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로 된  확인하고 나서 한다. [방제기술자]

③ 「훈증소독중 출입금지」 경고표시 및 VE기, RS기는 개방 후 안전을 확

인한 후 반드시 철거한다. [방제기술자 및 선장]

④ 훈증소독이 종료된 후에 훈증소독작업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

여 확인하고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방제기술자]

2. 부선 훈증소독

2.1. 부선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 

(1) 부선훈증 외에 적당한 훈증방법이 없는 경우 수입자(또는 관리자)로부터 

소독계획서가 제출될 경우 부선훈증을 실시한다.

(2) 당해 훈증을 실시할 부선은 원칙적으로 철제이고, 거주장소로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거주자가 들어갈 수 없게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3) 투약 개시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부선 내 거주자는 모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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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시킨다.

(4) 위해방지상 안전이 인정되어지는 장소에서 정박하여 실시한다.

(5)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하도록 한다.

(6) 훈증소독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방제기술자를 작업에 참여시킨다.

(7) 가스검정기, 방독마스크, 천막, 구급약품 등 훈증기자재 및 구급기자재가 

훈증소독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준비한다.

(8)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만일의 사고 때 응급처치 체제를 확립한다. 또

한 지정된 의료기관에 「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등 훈증약

제자료를 통보하여 MB 등 중독에 대비한다.

(9)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10) 투약 직후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감시원을 배치하고 제3

자의 출입금지 체제를 갖춘다.

(11) 인화늄 훈증 경우는 (1)~(10),[(6), (9)를 제외]에 정해진 것 외에 아래에 

적힌 사항을 준수한다.

① 훈증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제기술자를 작업에 참여시킨

다.

② 격리식 인화수소용 방독마스크(면체는 전면형에 한함), 공기호흡기, 가스

검정기 등을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③ 투약 시 정제가 상호 많이 겹치지 않도록 하고 약제가 액체나 물에 닿지 

않도록 하며, 특히 비 오는 날이나 습기가 많은 날에는 투약을 금지하

는 등 주의하여야 한다.

2.2. 부선 훈증소독작업에서 점검 및 조치 할 사항

(1) 훈증 소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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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방제업자는 소독일정, 훈증실시방법, 가스특성, 중독증상, 긴급사항 발생 

때의 조치(응급처치, 의사연락 등) 등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미리 당

해 훈증이 행하여질 부선의 소유자(관리자도 포함, 이하 같음), 부선 거

주자, 하역관계자 등에게 충분히 주의 촉구(서면통보 포함) 및 설명하여 

준다. [방제업자]

②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 지휘 감독에 따라 실시한다. [방제업자]

③ 미리 부선 소유자, 부선 거주자 및 하역업자간에 투약시간, 개방시간, 부

선 내로의 출입 가능시간 및 하역개시 가능시간에 대한 상호간 연락방법

에 대해서 협의한다. [방제업자]

④ 밀폐 및 틈 바르기와 그 확인을 완전히 한다. [방제기술자]

⑤ 부선 내, 그 주변에 훈증작업에 종사하는 자 이외의 사람이 없는지를 확

인한다. [방제기술자]

⑥ 가스농도측정이 필요할 경우 외부에서 부선 내의 가스농도 측정이 가능

하도록 파이프를 부선 내의 상부, 중부, 하부에서 외부까지 각각 1개 이

상 설치한다. [방제기술자]

⑦ 훈증기자재 및 구급기자재를 점검한다. [방제기술자]

⑧ 당해 부선에는 「훈증소독중 접근금지」표시를 하고, 또 주위에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훈증소독중 출입금지」경고표시를 세운다.

[방제기술자]

(2) 훈증소독 중

① 투약 시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1명 이상의 경비자로 하여금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밀폐부위의 파손 및 가스누출여부를 확인한

다. [방제기술자]

② 투약은 부선의 외부에서 하고 투약 후 가스용기는 잔존가스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③ 훈증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투약 전과 투

약 후 사람 수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 808 -

④ 투약 후는 가스누출 유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스누출이 확인된 경우는 

신속히 방지조치를 확실히 강구한다. [방제기술자]

⑤ 부선에 피복한 천막이 파손하지 않도록 방호 조치를 한다. [방제기술자]

⑥ 가스 개방 전 규정된 시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방제기술자]

(3) 가스 개방 시

① 부선 주위에 유독가스가 배출될 것을 인접 부선 관계자, 하역 관계자 등에게 

알리고, 특히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가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범

위에 있어서는 출입을 금지한다. [방제기술자]

② 풍향, 사람의 유무 및 부선 주변 작업상황을 고려 안전을 확인하고 개방

한다. [방제기술자]

③ 개방은 바람을 등지는 위치에서 순차적으로 한다. [방제기술자]

④ 개방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제기술자]

(4) 개방 후

① 배 밑의 물을 퍼낸다. 즉 펌프 배수 이외의 방법에 의할 경우는 방독마

스크를 착용하고 한다. [방제업자, 하역업자 및 부선업자]

② 선창 거주장소 및 화물을 쌓아 놓은 곳의 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인지

를 확인하고 나서 부선 거주자의 부선 내의 출입 및 하역을 시킨다.

[방제업자, 하역업자, 부선업자]

③ 「훈증소독중 출입금지」경고 표시는 개방 후 안전을 확인한 후 반드시 

철거한다. [방제기술자]

④ 훈증소독이 종료된 후 “훈증소독작업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

여 확인하고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방제기술자]

(5) 인화늄 훈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1), (2) (② 및 ④를 제외), (3) 및 (4) (①

을 제외)에 정해진 것 외에 아래에 적힌 사항을 완전히 실시한다.

① 훈증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격리식 인화수소용 방독마스크(면체는 

전면형에 한함)를 착용하고 또 장갑(마른 것에 한함)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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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기술자]

② 약량 계산을 정확히 하여 뚜껑을 연 용기중의 인화늄제는 당해 훈증장소

에서 전량을 투약한다. [방제기술자]

③ 투약 후 인화늄제 용기는 용기 수와 당해 약제가 남아 있지 않는 것을 

확인해서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④ 자루에 넣어진 곡류 등의 훈증 경우는 가스 개방 후 당해 약제 잔사 분

말을 모아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한다. 또한 잔사 분말을 흡입하지 않도

록 주의한다. [방제기술자]

⑤ 훈증에 사용한 기구류는 사용할 때마다 위험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하

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3. 사이로 훈증소독

3.1. 사이로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

(1) 사이로 훈증은 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 지정하는 장소

에서 실시한다.

(2)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하도록 한다.

(3) 훈증소독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제기술자를 작업에 참여시킨

다.

(4)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5) 가스검정기, 방독마스크, 구급약품 등 훈증기자재, 구급기자재를 확보한

다.

(6)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만일의 사고 때 응급조치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에 「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등 훈증

약제자료를 통보하여 MB등 중독에 대비한다.

(7) 사고방지를 위해 위해방지 대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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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화늄제 경우는 (1), (2), (3), (4)에 정한 것 외에 격리식 인화수소용 방

독마스크(면체는 전면형 한함), 공기호흡기, 가스검정기 등을 작업에 지

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3.2 사이로 훈증소독 작업에서 점검 및 조치 할 사항

(1) 훈증소독 전

① 훈증소독일정, 훈증소독 실시방법, 가스의 특성, 중독증상, 긴급사태 발생 

때의 조치(응급처치, 의사로의 연락 등),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미리 

훈증시설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 및 하역업자 등에 충분히 주의 촉구

(서면 통보 포함) 및 설명하여 준다.

[방제업자 또는 수출입업자]

②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한다. [방제업자]

③ 미리 사이로 관리자, 하역업자 및 방제기술자 간에 투약시간, 개방시간,

하역개시 가능시간의 상호간 연락방법에 대해서 협의한다.

[방제업자]

④ 사이로 안 및 투약장소 주위에 훈증자 이외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⑤ 사람이 출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훈증소독중 출입금지」경고 표시를 

한다. [방제기술자]

⑥ 개공부위의 완전 밀폐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⑦ 훈증기자재 및 구급기자재 점검을 한다. [방제기술자]

⑧ 가스순환장치, 기타 훈증시설을 점검한다. [훈증시설 소유자 및 방제기술자]

(2) 훈증소독 중

① 훈증실시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투약 전과 투약 후의 사람 

수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② 투약 후는 가스누출 유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스누출을 확인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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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방지조치를 확실히 강구한다. [방제기술자]

③ 훈증 중 가스의 누설 점검을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훈증시설의 소유자]

④ 사이로 위, 아래 등 출입금지 되어져 있는 장소에 대해서 사이로 기능 

보전관리상 긴급 정지가 필요 할 경우와 같이 훈증관계자 이외의 자가 

출입 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때마다 당해 장소의 가스농도가 허용농

도 이하인지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훈증시설의 소유자]

⑤ 가스 개방 전 규정된 시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방제기술자]

(3) 가스 개방 시

① 주위에 유독가스가 배출될 것을 사이로 관계자 및 하역 관계자 등에게 

알리고 허용농도 이하로 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경

고표시를 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 소유자]

② 풍향, 인가의 유무 및 주위 작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개

방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의 소유자]

③ 개방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 소유자]

(4) 개방 후

① 투약 후 사용한 가스용기는 잔존가스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

시 완전하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② 하역작업 시작에 앞서 작업장소 구석구석까지 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

인지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 소유자]

③ 「훈증소독중 출입금지」경고 표시는 개방 후 안전을 확인한 후 반드시 

철거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의 소유자]

④ 훈증소독이 종료된 후에 훈증소독작업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

여 확인하고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방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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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화늄 훈증을 실시할 경우에는 (1), (2)(②를 제외), (3) 및 (4)(①을 제외)

에 정해진 것 외에 아래에 적힌 사항을 완전히 실시한다.

① 훈증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방제기술자 또는 작업주임 참여 하에 

실시한다. [방제업자]

② 훈증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격리식 인화수소용 방독마스크(면체는 

전면형에 한함)를 착용하고, 또 장갑(건조한 것에 한함)을 사용한다.

[방제기술자]

③ 약량 계산을 정확히 하여 뚜껑을 연 용기중의 인화늄제는 당해 훈증장소

에서 전량을 투약한다. [방제기술자]

④ 투약 후 인화늄제 용기는 그 용기 수와 당해 약제가 남아 있지 않은 것

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⑤ 훈증에 사용한 기구류는 사용 때마다 위험이 없도록 반드시 안전하게 처

리한다. [방제기술자]

4. 창고 훈증소독

4.1. 창고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

창고 훈증소독은 검역본부장(지역본부장․사무소장 포함)이 지정하는 창고로

서 학교, 병원, 민가와의 거리가 15m 이상 떨어져야 하며 다음 각 조건에 주

의하여 훈증소독을 실시한다.

(1)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하도록 한다.

(2) 창고 훈증소독에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제기술자를 작업에 

참여시킨다.



- 813 -

(3)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4) 가스검정기, 방독마스크, 구급약품 등 훈증기재, 구급기재를 정비 및 확보한

다.

(5)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만일의 사고 때 응급조치 체제를 갖춘다. 또

한 의료기관에 「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등을 통보하여 

MB등의 중독에 대비한다.

(6) 위해방지대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7). 인화늄 정제의 경우는 (1), (2), (3), (4)에 정한 것 외에 격리식 인화수소

용 방독마스크(면체는 전면형에 한함), 공기호흡기, 가스검정기 등을 작

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4.2 창고 훈증소독 작업에서 점검 및 조치 할 사항

(1) 훈증소독 전

① 훈증소독일정, 훈증소독 실시방법, 가스의 특성, 중독증상, 긴급사태 발생 

때의 조치(응급처치, 의사로의 연락 등),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미리 

훈증시설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 및 하역업자 등에  충분히 주의 촉구

(서면 통보 포함) 및 설명하여 준다. [방제업자]

②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한다. [방제업자]

③ 미리 창고업자, 하역업자 및 방제기술자 간에 투약시간, 개방시간, 작업

개시 가능시간의 상호간 연락방법에 대해서 협의한다. [방제업자]

④ 창고 안 및 투약장소 주위에 훈증실시자 이외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

한다. [방제기술자]

⑤ 사람이 출입 할 우려가 있는 곳에는 「훈증실시중 출입금지」경고 표시

를 한다. [방제기술자]

⑥ 개공부위의 완전 밀폐와 그 확인을 한다. [방제기술자]

⑦ 훈증기재 및 구급기재 점검을 한다. [방제기술자]

⑧ 가스순환장치, 기타 훈증시설을 점검한다. [훈증시설 소유자 및 방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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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증소독 중

① 훈증실시 중은 문 및 쪽문 등의 출입구는 반드시 자물쇠를 채워 다른 

사람이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한다. [방제기술자]

② 훈증실시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투약 전과 투약 후 사람 수

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③ 투약 후는 가스누출 유무를 면밀히 점검하고, 가스누출을 확인한 경우는 

신속하게 방지조치를 확실히 강구한다. [방제기술자]

④ 훈증 중 가스의 누설 점검을 일정한 간격으로 한다.

[훈증시설 소유자]

⑤ 가스 개방 전 규정된 시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방제기술자]

(3) 가스 개방 시

① 주위에 유독가스가 배출될 것을 창고 및 작업관계자 등에게 알리고 따라

서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가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이동책을 설치하는 등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 소유자]

② 풍향, 인가의 유무 및 주위 작업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개

방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의 소유자]

③ 개방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 소유자]

④ 가스 개방 시에는 창고 종사자 등에게 위험을 알려 접근을 금지시킨다.

[방제기술자]

(4) 개방 후

① 투약후 사용 가스용기는 잔존가스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완전하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② 작업 시작에 앞서 작업장소 구석구석까지 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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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 소유자]

③ 「훈증소독중, 출입금지」 경고표시는 개방 후 안전을 확인한 후 반드시 

철거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의 소유자]

④ 훈증소독이 종료된 후에 훈증소독작업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

여 확인하고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방제기술자]

(5) 인화늄 훈증을 실시 할 경우에는 (1), (2)(②를 제외), (3) 및 (4)(①을 제

외)에 정해진 것 외에 아래에 적힌 사항을 완전히 실시한다.

① 훈증소독은 대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방제기술자를 작업에 참여시킨다.

② 훈증작업에 종사하는 자는 반드시 격리식 인화수소용 방독마스크(면체는 

전면형에 한함)를 착용하고, 또 장갑(건조한 것에 한함)을 사용한다.

[훈증작업자 전원]

③ 약량 계산을 정확히 하여 뚜껑을 연 용기중의 인화늄제는 당해 훈증장소

에서 전량을 투약한다. [방제기술자]

④ 투약 후 인화늄제 용기는 그 용기 수와 당해 약제가 남아 있지 않은 것

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⑤ 훈증에 사용한 기구류는 사용 때마다 위험이 없도록 반드시 안전하게 처

리한다. [방제기술자]

⑥ 마대에 넣어진 곡류 등의 인화늄 훈증의 경우는 가스 개방 후 당해 약제

의 잔사 분말을 모아 반드시 안전히 처리하여 잔사 분말을 흡입하지 않

도록 한다. [방제기술자]

5. 목재 등 육상 천막훈증소독

5.1. 목재 등 훈증소독을 실시 할 경우 주의사항

(1) 훈증소독은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하되 민가, 학교, 병원

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고, 또 제3자의 출입을 저지할 울타리, 접근금지

표시줄 등이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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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훈증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3) 목재훈증소독은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방제기술자를 작업에 참여시킨다.

(4)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5) 가스검정기, 방독마스크, 천막, 구급약품 등의 훈증기자재, 구급기자재를 

정비 및 확보한다.

(6)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만일의 사고 시 응급처치 체제를 갖춘다. 또한 

「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등을 통보하여 MB 등 중독에 대

비한다.

(7) 투약 직후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감시원을 배치하고 제3자

를 출입 금지시킬 체제를 갖춘다. 다만, 소독장소에 자체경비시설이 있거

나 경비자가 근무하여 사람의 무단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 감시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8) 위해방지 대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5.2. 목재 등 훈증소독 작업에서 점검 및 조치 할 사항

(1) 훈증소독 전

① 훈증소독일정, 훈증실시방법, 가스특성, 중독증상, 긴급사태 발생 때의 조치

(응급처치, 의사에게 연락 등) 등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미리 훈증장소

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 작업자 등에게 충분히 주의 촉구(서면통보 포

함) 및 설명을 하여 준다. [방제업자]

②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방제업자]

③ 투약시간, 개방시간, 하역개시 가능시간의 상호간 연락방법에 대해 미리 

훈증장소의 관리자, 작업자, 방제기술자간에 협의한다.

[방제업자]

④ 훈증장소 주위에 훈증실시자 이외의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⑤ 천막에는「훈증소독중 접근금지」경고 문구를 더미 2개면 이상에 표시하고 주

위에 접근금지표시줄을 설치하여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외부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방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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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훈증기자재 및 구급기자재를 점검한다. [방제기술자]

(2) 훈증소독 중

① 훈증실시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투약 전과 투약 후의 사람 

수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② 투약은 천막의 외부에서 한다. 또한 투약후의 가스용기는 잔존 가스의 

위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③ 투약 후는 천막의 파손 및 이음부에서의 가스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가

스누출을 확인한 경우는 신속히 방지조치를 확실히 강구한다.

[방제기술자]

④ 가스 개방 전 규정된 시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방제기술자]

(3) 가스 개방 시

① 주위에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을 훈증장소 관리자, 작업 관계자 등에게 알

리고 또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가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는 출

입을 금지시키고, 경고표시를 한다. [방제기술자]

② 풍향, 인가의 유무 및 주위의 작업상황 등을 고려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개방한다. 또한 네 모퉁이의 가장자리를 열고, 가스농도를 낮추고 나서 

전부 개방하도록 주의한다. [방제기술자]

③ 개방 실시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제기술자]

(4) 개방 후

① 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로 된 것을 확인한 후 하역작업을 한다.

[방제기술자 또는 하역업자]

② 『훈증소독 중 접근금지』경고표시 및『접근금지표시줄』은 개방 후 반드

시 안전이 확인되고 나서  철거한다. [방제기술자 또는 훈증시설자]

③ 훈증소독이 종료된 후에 훈증소독작업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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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인하고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방제기술자]

6. 컨테이너 훈증소독

6.1. 컨테이너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

(1) 당해 훈증소독이 이루어질 장소는 원칙적으로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소

독장소에서 실시하되 민가, 학교, 병원에서 15m이상 떨어져 있고 또 제3

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1단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

너에 대하여 소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식물검역관이 판단하기

에 안전상 문제가 없고, 소독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시설 및 장비 등

이 구비된 경우에는 2단에 장치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하여도 소독처리

할 수 있다.

(2)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훈증소독을 실시하도록 한다.

(3) 훈증소독은 경험과 기술을 갖고 있는 방제기술자 등을 작업에 참여시킨다.

(4) 2명 이상으로 작업반을 편성한다.

(5) 가스검정기, 방독마스크, 구급약품 등의 훈증기자재, 구급기자재를 확보한

다.

(6) 미리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만일의 사고 시 응급처치 체제를 갖춘다. 또한 

「MB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등을 통보하여 MB 등 중독에 대

비한다.

(7) 투약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감시원을 배치하고 제3자의 출

입을 금지시킨다. 다만, 컨테이너 전문 야적장과 같이 경비근무자 또는 경

비시설이 있는 장소는 감시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8) 위해방지 대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9) 컨테이너를 처음 개봉할 때는 상대국에서 컨테이너 내의 인화늄 등 소독

을 실시한 것에 대비하여 잔류가스를 확인하고 작업을 하며, 잔존가스가 

있을 때에는 문을 열어 환기시킨다.

6.2. 컨테이너 훈증소독 작업에서 점검 및 조치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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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훈증소독 전

① 훈증소독일정, 훈증실시방법, 가스특성, 중독증상, 긴급사태 발생 때의 조

치(응급처치, 의사에게 연락 등) 등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미리 훈증

장소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 작업자 등에게 충분히 주의 촉구(서면통보 

포함) 및 설명을 하여 준다. [방제업자]

② 훈증작업은 방제기술자 지휘 감독에 따라 작업을 행한다.

[방제업자]

③ 투약시간, 개방시간, 하역개시 가능시간의 상호간 연락방법에 대해 미리 

훈증장소의 관리자, 작업자, 방제기술자간에 협의한다.

[방제업자]

④ 훈증장소 주위에 훈증실시자 이외의 사람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⑤ 컨테이너 전면(출입문)에는『훈증소독 중 접근금지』경고표시를 부착한

다. [방제기술자]

⑥ 훈증기자재 및 구급기자재를 점검한다. [방제기술자]

(2) 훈증소독 중

① 훈증실시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하고 투약 전과 투약 후의 사람 

수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② 투약은 컨테이너의 외부에서 한다. 또한 투약 후의 가스용기는 잔존가스의 위

험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반드시 안전하게 처리한다. [방제기술자]

③ 투약 후는 이음부에서의 가스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가스누출을 확인한 경

우는 신속히 방지조치를 확실히 강구한다. [방제기술자]

④ 가스 개방 전 규정된 시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방제기술자]

(3) 가스 개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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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위에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을 훈증장소 관리자, 작업관계자 등에게 알

리고 또 허용농도를 초과하는 가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범위에서는 출

입을 금지시키고, 경고표시를 한다. [방제기술자]

② 풍향, 인가의 유무 및 주위의 작업상황 등을 고려해서 안전을 확인하고 

개방한다. 또한 조금 문을 열고, 가스농도를 낮추고 나서 활짝 문을 열

어 개방하도록 한다. [방제기술자]

③ 개방 실시자는 반드시 방독마스크를 착용한다. [방제기술자]

(4) 개방 후

① 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로 된 것을 확인한 후 하역작업을 한다.

[방제기술자 또는 하역업자]

② 「훈증소독중, 접근금지」 경고표시는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서 반

드시 철거한다. [방제기술자 또는 훈증시설자]

③ 훈증소독이 종료된 후에 훈증소독작업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

여 확인하고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방제기술자]

7.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청산) 훈증소독

7.1 청산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주의사항

청산은 인체의 호흡기관 및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매우 독성이 강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흡입과 피부접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의를 기울여

야 한다. 피부가 땀방울 등으로 젖은 경우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제시된 작업절차에 따라 충실하

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하며, 약효 보증기간이 경과된 약제는 화재 또

는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관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훈증소독하기 전 필요한 기자재 등을 아래와 같이 준비 및 확인한다.

- 훈증소독 약제

캔을 개봉할 때 가스가 급격히 발생되지 않도록 사용 하루 전에 냉장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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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얼음, 드라이아이스로 충분히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 개관기(can opener)

캔 개봉은 농약제조 회사에서 공급하는 전용 개관기를 사용하되 사전에 

그 작동상황을 점검한다.

- 방독면(respirator)

청산가스용 전면형 방독면은 얼굴에 완전하게 밀착될 수 있는지, 파손

되거나 파열된 곳이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 보호복, 고무장갑 등 보호자재

가스 침투가 어려운 재질로 된 것을 준비하며 작업자의 신체에 밀착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 가스검지기(Gas detector)

청산을 검지해 낼 수 있고 경고 기능이 있는 것을 구비하되 사전에 작동 

상황을 점검한다.

- 구급약품 및 구급기자재

(2) 음식물, 과일, 채소 등 식품을 현장에 반입할 수 없다.

(3) 약제의 취급방법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숙지하여한다.

(4) 훈증하기 전 소독장소의 가스밸브는 잠그고 전기 스위치는 하단 위치로 

하는 등 화기, 불꽃으로 인한 폭발사고가 나지 않도록 대비한다.

(5) 당해 훈증소독이 이루어 질 장소는 원칙적으로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소독장소에서 실시하되 민가, 학교, 병원에서 15m 이상 떨어져 있고 또 

제3자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한다.

(6) 훈증작업은 청산사용교육을 받은 방제기술자의 지휘 감독 하에 실시하도

록 한다.

(7) 사전에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만일의 사고 시 응급처리 체제를 갖춘다. 또

한 「청산 중독환자에 대한 처치에 대해서」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숙지

하여 청산 중독사고에 대비한다.

(8) 투약 직후부터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경비자를 배치하고 제3자 

출입을 금지시킨다. 다만, 컨테이너 전문 야적장과 같이 사람의 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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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감시자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9) 기타사항은 농약의 취급제한기준 및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참고한

다.

7.2. 청산 훈증소독 작업에서 점검 및 조치 할 사항

(1) 훈증소독 전

① 훈증소독일정, 훈증실시방법, 가스특성, 중독증상, 긴급사태 발생 때의 조

치(응급처치, 의사에게 연락 등) 등 위해방지상 필요한 사항을 미리 훈증

장소의 소유자(관리자를 포함), 작업자 등에게 충분히 주의 촉구(서면통

보 포함) 및 설명을 한다. [방제업자]

② 훈증소독작업은 작업자 혼자서 진행해서는 아니 되고 1인 이상의 보조자

가 보조하여야 한다. [방제기술자]

③ 투약시간, 개방시간, 하역개시 가능시간의 상호간 연락방법에 대해 미리 

훈증장소의 관리자, 작업자, 방제기술자간에 협의한다.

[방제업자]

④ 훈증장소 주위에 훈증실시자 이외의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⑤ 사람의 출입 위험성이 있는 훈증장소에 「훈증소독중 접근금지」경고 

표시를 적어도 2개소(2면)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방제기술자]

⑥ 사전 준비된 보호복과 안전화, 그리고 방독면을 착용하고 그 상태를 서

로 점검한다. 기타 훈증기자재 및 구급기자재도 점검한다.

[방제기술자]

⑦ 훈증시설내의 비상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출입구를 완벽하게 밀봉시킨다.

[방제기술자]

⑧ 훈증시설내의 용기에 들어 있지 않은 모든 액체, 또는 수분이나 음식물

(특히 지방 함유한 것)을 다른 장소로 치운다. [방제기술자]

⑨ 훈증시설 내부의 불꽃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치우고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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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다. [방제기술자]

⑩ 종이나 내화학성의 넓은 깔개를 사용할 만큼 준비하여 캔을 분산시킬 장

소에 미리 일정간격으로 띄엄띄엄 놓아둔다. [방제기술자]

⑪ 가스의 확산속도를 높이기 위해 비닐로 밀봉된 피훈증물을 개봉하여 두거

나 가스침투가 잘 되도록 적재하여 둔다. [방제기술자]

⑫ 청산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으므로 피훈증물의 표면이 젖어 있는지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⑬ 작업자는 약제배치를 조속히 하기 위하여 훈증시설의 맨 안 쪽에서부터 

캔을 개봉하여 놓아 나가고 작업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또 다른 캔을 개

방하는 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여 나간다. [방제기술자]

⑭ 작업을 재빨리 진행하되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방제기술자]

⑮ 작업이 끝나면 곧바로 밖으로 나와 문을 잠그고 밀봉해 둔다.

[방제기술자]

(2) 훈증 소독 중

① 훈증실시자는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토록 하고 투약 전과 투약 후의 사람 

수를 확인한다. [방제기술자]

② 청산가스는 가스 비중이 0.9로서 공기보다 가벼워 투약 직후에는 창고내

의 윗 부분에 모이게 되므로 가스 교반용 송풍기(방폭형)로 가스 교반을 

하여 확산시킨다. [방제기술자]

③ 투약 후는 이음부 및 밀봉부에서의 가스누출 유무를 점검하고 가스누출

을 확인한 경우는 속히 밀봉 조치를  한다. [방제기술자]

④ 훈증 중 규정된 시간에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기록한다.

[방제기술자]

(3) 가스 개방 시

① 주위에 유독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을 훈증장소 관리자, 작업 관계자 등에

게 알리고 또 최고노출기준(C4.7ppm)을 초과하는 가스가 확산될 가능

성이 있는 범위에서는 출입을 금지시키고, 경고표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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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기술자]

② 훈증처리시간이 지나면 보호복과 안전화, 그리고 방독면을 그대로 착용

한 상태에서 방폭형 송풍기를 작동시키고, 배출구를 연다.

[방제기술자]

③ 가스가 안전하게 없어진 것을 확실하게 파악될 때까지 훈증시설을 밀폐

시켜서는 아니 된다. [방제기술자]

④ 훈증이 끝난 후 사용된 캔 등 잔류물은 수거하여 안전한 장소에서 처리

한다. [방제기술자]

(4) 개방 후

① 가스농도가 허용농도 이하로 된 것을 확인한 후 작업을 한다.

[방제기술자 또는 하역업자]

② 「훈증소독중, 접근금지」경고표시는 개방 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서 반

드시 철거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자]

③ 훈증소독이 종료된 후에 훈증소독작업결과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

여 확인하고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방제기술자]

8. 사고 시의 조치

8.1. 사고 시 조치사항

만일 사망, 중독, 약상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래에 기재된 사항을 조치한다.

(1) 지정 의료기관 등에 즉시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게 한다.

[방제기술자 및 훈증시설관리자]

(2) 방제업자는 사고원인 및 사고내용을 즉시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

에게 통보한다. [방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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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소 독 시 설 기 준

1 . 훈 증 시 설

1.1. 창  고

(주) 지붕 및 벽체의 재료 중 철강판재에 난연성 재료로 충진되고 기밀도 유지
가 가능한 복합(샌드위치)패널 포함

1.2. 사이로

등급
구분 1 급 2 급 3 급

구    조 콘크리트 또는 철강 판재 좌    동 좌    동

순환장치
투약종료후 2시간 이내에 가스를 균일
화 하는 순환장치가 있는 것.

" "

훈증가스
보 유 력

가스잔존율이 70% 이상 가스잔존율이
55% 이상

가스잔존율이 
40% 이상

1.3. 부  선

급별
구분

1급 2급 3급

지 붕

재료: 철강판재, 콘크리트,

또는 흙

두께 : 6.6cm 이상

이중지붕으로서 상하의 지

붕간에 몰탈, 핏치, 페놀수

지 등을 바른 것. 다만 화재

위험물질은 사용하지 말것

이중지붕으로서 아스팔트 루

핑을 지붕간에 발랐거나  도

료를 칠한 것. 다만 화재위

험물질은 사용하지 말것

벽체

재료: 철강판재, 콘크리트,

또는 흙 

두께 : 9.9cm 이상

재료: 철강판재, 콘크리트 ,

또는흙

두께 : 6.6cm 이상

구조: 돌 또는 벽돌로서 금

이 없는 것

재료: 철강판재, 콘크리트, 또는 

흙

두께 : 6.6cm 이상

구조: 돌 또는 벽돌로서 금

이 없는 것

바닥 철강판재, 콘크리트 철강판재, 콘크리트 철강판재, 콘크리트

환풍

시설

훈증시설에서 사용할 약제

로 창고에 물품 없이 훈증

한 후 잔존가스를 1시간 

이내 허용농도 이하로 배

출할 수 있는 강제 배기시

설이 있을 것

훈증시설에서 사용할 약제

로 창고에 물품 없이 훈증

한 후 잔존가스를 2시간 이

내 허용농도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 강제 배기시설이 

있을 것

훈증시설에서 사용할 약제로 

창고에 물품 없이 훈증한 후 

잔존가스를 2시간 이내 허용

농도 이하로 배출할 수 있는 

강제 배기시설이 있을 것

지붕벽체 및 

바닥의 

접합부

콘크리트, 몰탈, 페놀수지,

실리콘 등 처리하되 불연

재를 사용할 것

콘크리트, 몰탈, 페놀수지,

실리콘 등 처리하되 불연재

를 사용할 것

콘크리트, 몰탈, 페놀수지, 실

리콘 등 처리하되 불연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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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재질 밀폐장치
가 스

보유력
순환장치 비    고

다음의 (1) 및 (2)

또는 (1) 및 (3)에 

해당는 것.

( 1 )거주장소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 또는 거주자

의 입실이 되지

않는 조치가 강

구되어 있는 것..

(2)내구고정천막이 

상비되어 있는 

것 또는 이와 동

등이상의 효과

가 있는 밀폐장

치가 있는 것 

으로서 그 천막

등과 선창 입구

와 밀착시킬 수 

있는 것.

(3)내구성 선창 뚜

껑이 있는 것으

로서 그 뚜껑을

선체와 밀착 시

킬 수 있는 것.

철제 

인것

다음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것.

(1)천막을 선체에

밀착시킬 수 있

는 고무벨트 

등의 밀폐장치

가 설비되어 

있는 것.

(2)선창뚜껑을

선체에 밀착시

킬 수 있는 고

무박킹 및 밀

폐용의 나사가 

상비 되어 있

는 것.

1급

창고

기준

좌의 기준에 적합

한 부선은 1급 창

고와 동등하게 인

정한다.
선체 내부에 가스

순환을 위하여 가

스분출관과 가스

흡입관이 설비되어 

있는 것.

좌의 기준에 적합

한 부선은 1급 창

고 또는 2급사이로

와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1.4. 컨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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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가스보유력 순  환  능  력

다음의 (1) 및 (2)에 해당

할 것. 다만 냉동컨테이너는 

제외

(1) 컨테이너 내부에 가스

순환을 위한 가스토출

관 및 가스흡입관이 설

치되어 있거나 또는 장

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

고 있을 것.

즉 가스토출관 및 가스

흡입관의 훈증장치와의 

접속부분은 내경 2.54cm,

외경 3.40cm의 규격품

을 사용할 것(아답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인정)

(2) 컨테이너 외부에서 

가스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파이프가 설치되

어져 있거나 또는 장착

할 수 있는 구조를 가

지고 있을 것.

MB 공훈증하여 48시간 후

의 가스잔존율이 70% 이상일 

것. 다만, 사용약량은 내

용적 50㎥ 미만의 컨테이너에

서는 500g, 50㎥이상 100㎥ 미

만의 컨테이너에서는 MB

1kg을 사용할 것.

실제 훈증에서 투약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가

스농도를 균일화 할 수 

있는 것.

다만, 냉동컨테이너는

투약종료 후 청산가

스로 15분이내, MB

로 40분이내에 가스

농도가 균일화 할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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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사선조사시설

인력, 시설․장비명 규 격

가. 인력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안전책임자가 지정되

어 있을 것

나. 방사선 소독시설

○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된 시설일 것

○ 안전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다. 방사선원

○ 소독처리기준의 흡수선량 이상으로 처리

가 가능한 것으로, 하나 이상의 아래 방사

선원을 갖춘 것

- 감마선(코발트-60 또는 세슘-137)

- 10MeV 이하의 전자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전자선

- 5MeV 이하의 X선

라. 선량 측정계

○ 소독대상물품의 최고, 최저 선량을 알 수

있는 분포도 조사가 가능한 것

○ 국가인증교정기관의 교정을 받고 교정주

기가 지나지 아니한 것

○ 외부에서 측정이 가능하고, 자동 입력 및

출력이 가능한 것

마. 격리시설
○ 소독 처리후 병해충의 재감염 방지가 가

능할 것



- 829 -

[별표 6]

소 독 시 설 의  확 인 방 법

1. 훈증시설

1.1. 확인절차

가. 훈증시설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독시설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1) 소독시설 구조명세서(별지 제20호 서식)

(2) 훈증시설 평면도(학교, 주택, 병원 등 인근지역과의 거리 표시)

(3) 훈증시설 입면도

(4) 훈증시설 배치도

* 평면도 및 입면도는 1/1000축적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항의 훈증시설 확인신청이 있을 때

는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서류확인과 현장확인을 구분 실시토록 한다.

1.2. 확인방법

가. 서류확인

(1) 훈증시설 확인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유무와 신청

서 상의 게재내용 적합여부 확인

(2) 훈증시설 구조명세서에 표시된 시설이 [별표 5]"훈증시설기준"(이하 “시설

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3)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확인

결과 기준에 적합한 때는 훈증시설 현장 확인 실시기간을 정하여 신청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서류 확인결과 당해 훈증시설이 확인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될 때에

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현장확인

(1) 환경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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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당해 훈증시설과 학교, 병원, 민가등과의 거리가 15m이상 떨어져 있는지 

여부 조사

(나) 가스 배출시 인축에 유해 발생 우려가 없는지 여부 조사

(다) 수입식물을 훈증시설 입고시 해충 비산우려가 있는지 여부 조사(부두와의 

거리, 운송방법, 콘베어벨트 피복여부 등)

(2) 구조확인

(가) 형태별 내용적 : 구조물이 시멘트인가, 철강판재인가 또는 기타 재료인가

를 조사하고 훈증시설 각각의 내용적(창고는 넓이)을 확

인한다.

(나) 지붕 또는 천정 : 지붕 또는 천정이 시멘트인가, 철강판재인가 또는 기타 

재료인가를 확인하고 그 두께를 확인한다.

(다) 외벽과 차단벽(벽체) : 외벽과 차단벽이 시멘트인가, 또는 철강판재인가 

또는 기타 재료인가를 확인하고 두께를 확인한다.

(라) 접합부위 : 지붕, 천정, 벽체 등 구조물의 밀폐여부를 확인한다.

① 구조물이 철강판재의 경우는 면의 접합부위가 용접된 것인지 충진재로 채워

진 것인지를 확인

② 구조물이 시멘트재인 경우 접합부위가 밀착되었는지 균열이 없는지를 확인 

(마) 바닥 : 바닥이 콘크리트인가, 철강판인가 또는 기타 재제로 깔려 있는 지를 

확인하고 그 두께를 확인한다.

(바) 문 : 문의 시건장치 유무, 문의 종류, 밀폐방법(창고) 및 그 수를 확인한다.

(사) 소독중 출입제한장치 : 소독실시중이나 개방시 위험지역 출입제한을 위한 

시설이나 표시판이 비치되었는지 등 조사. 단,

상기 구조확인은 현장확인을 생략하고 설계서나 구

조명세서상의 기재내용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

다.

(3) 설비확인

(가) 송풍기(교반장치)

① 송풍기의 형식과 제원을 조사한다.

② 송풍기의 능력조사는 풍력(㎥/min), 정압(mm aq), 온도(℃), 회전수(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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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조사한다.

③ 전동기는 전압(V), 출력(kw), 전류(A), 회전수(rpm)를 조사한다.

④ 기타 송풍기 성능 확인에 필요한 사항 조사

(나) 가온 팽창조(가온조 및 기화조)

① 가온조의 형식, 가온조 내부관의 굵기나 길이, 온수조의 내용적(㎥), 물의 

양(ℓ), 열원, 자동온도조절기 부착 및 가온 소요기간 등을 조사한다.

② 팽창조는 용기의 직경(mm), 단면적(㎡) 및 내용적(㎥)을 조사한다.

③ 컨테이너 시설의 경우 소독 시 방제업자의 장비가 활용될 수 있는 때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다) 집진창치(다스트 싸이크론) : 집진장치의 형식, 집진관의 직경과 길이, 출

입배관의 규격등을 조사한다.

(라) 가스교반용 배관 : 가스교반을 위한 각 배관의 규격, 설치방법 등을 조

사한다.

(마) 밸브 : 밸브의 형식, 성능, 형식별 수량을 조사한다.

(바) 약제 투약장치 : 시설의 종류, 투약방법, 투약 가능약제의 종류, 투약장치,

개소수, 자동 제어장치 유무등을 조사한다.

(사) 가스농도측정시설 : 배관(호수의 직경, 설치방법, 측정방법 등을 조사한다.

(아) 분출구 : 가스분출구의 모형, 직경, 개소수, 누수방지를 위한 시설 등을 조사

한다.

(자) 사이로 상부의 형태 : 사이로 상부에 설치된 곡물 반입구의 직경, 맨홀

의 직경등을 조사한다.

(차) 사이로 하부의 형태 : 사이로 하부에 설치된 곡물 반출구의 직경, “홉

파”부에 설치된 맨홀의 직경, 공시충 투입구 

형태, 송풍실과 사이로 하부의 차단벽을 조사한

다.

(카) 기타 소독에 필요한 시설을 조사한다. 단, 상기 설비조사는 현장조사

를 생략하고 기계 제작시의 제원이나 구조명세상의 기재된 내용 조사

로도 갈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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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스보유력 확인

(가) 당해 훈증시설 내에 가스농도 측정호수 3점(상․중․하)을 수직으로 배치

한다. (가스농도 측정호스(배관)가 부착된 훈증시설은 별도설치 생략)

(나) 당해 훈증시설을 완전 밀폐시키고 내용적 1㎥당 메칠브로마이드(CH3Br)

10g을 사용하고 공훈증을 실시하고 48시간 경과후 상․중․하의 가스농

도를 측정하여 그 평균치가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다) 가스보유력 확인은 각각의 훈증시설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건

축시기 및 건축자가 동일한 훈증시설이 여러 개 있을 경우는 각각의 훈증

시설에 대하여 가스보유력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그 일부의 훈증시설

에 대한 확인 결과로 갈음 할 수 있다.

(라) 가스보유력 산정방법

① 농도산정 = 평균치 농도(㎎/ℓ)×1.1(보정계수)

보정후의 가스농도(㎎/ℓ)

② 가스보유력(%)
총사용 약량(g) ×100

훈증시설 내용적(㎥)+작동가스배관 내용적(㎥)

   (마) 훈증시설 급별 가스보유력 기준

급    별 사 이 로 창    고

1 급
2 급
3 급

70% 이상
55% "
40% "

50% 이상
40% "
30% "

(5) 기밀도 확인

(가) 훈증시설의 경우는 다음 기밀도 확인으로 상기(4)의 가스보유력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① 사이로 

공사이로에 송풍기를 기동시켜 압력기 500mmAq가 될 때 송풍을 정지

시키고 송풍정지 20분후의 압력기가 200mmAq 이상일 때는 사이로 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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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된다고 본다

② 창고 

공창고에 송풍기를 가동시켜 압력기 50mmAq가 될 때 송풍을 정지시키

고 송풍정지 5분후의 압력기가 5mmAq 이상일 때는 창고 1급에 해당된

다고 본다

③ 컨테이너 

다음 방법으로 산출한 1시간 당의 공기누설수량이 10㎥ 이하일 것.

㉮ 공기보충법

컨테이너 내부의 압력을 가압하여 25mmAq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보충공기

량을 유량계로 공기량을 산출한다

㉯ 변법공기보충법

컨테이너 내부압력을 가압하여 25mmAq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공기를 

공기탱크에서 불어 넣어 일정시간후 탱크내부 압력을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공기의 누설량을 산출한다.

Q = 3.6V(P1-P2)
t

Q : 공기의 누설량(㎥/h)

V : 공기탱크의 내용적(㎥)

P1 : 측정개시때의 탱크내부압력(kg/㎠)

P2 : 측정종료때의 탱크 내부압력(kg/㎠)

t : 시간(초)

㉰ 압력강하법

컨테이너 내부의 압력을 가압하여 30mmAq에서 20mmAq까지 내려

가는데 필요한 시간을 측정하여 다음식에 따라 공기누설량을 산출한

다.

Q = 3.6V
t

Q : 공기의 누설량(㎥/h)

V : 공기탱크의 내용적(㎥)

t : 컨테이너 내부의 압력이 30mmAq에서 20mmAq까지 내려가는데 필요

한 시간(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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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밀도 확인은 각각의 훈증시설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건축

시기, 교반시설의 규격 및 건축자가 동일한 훈증시설이 여러개 있을 경

우는 각각의 훈증시설에 대하여 교반장치 성능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그 

일부의 훈증시설에 대한 확인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6) 교반(순환)장치 확인

(가) 가스농도 측정장치 설치

① 사이로의 경우는 공시 곡물 반입 전에 가스농도 측정관 4개를 사이로 내부 

곡층의 상․중․하와 곡층 상부 공간에 수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로

프에 결속시키고, 각 측정관 하단은 가스가 통할 수 있는 철사망으로 막

은 다음 사이로 상부로 부터 아래로 로프를 떨어뜨려 로프하단과 상단

을 각각 고정한다.(가스농도 측정관이 부착된 사이로는 별도 설치 생략)

② 창고의 경우는 공시식물 반입 후 상부 공간에 수직으로 상․중․하 3점

의 가스농도 측정관을 설치한다. (가스농도 측정관이 부착된 창고는 별도 

설치 생략)

(나) 투약 및 교반(순환)장치 가동

① 공시식물을 적당량 입고시킨 후 훈증시설 내용적에 대한 종류별 기준약량

을 산정 투약한다.

② 약제 투약 시 메칠브로마이드는 완전 기화시킨 후 투약하며 , 교반장

치는 약제를 투약하면서 계속 가동시킨다.

(다) 가스균일화 측정

① 가스농도측정은 투약 완료 후 10분 간격으로 측정하며, 각 측정점(공간,

곡층 상․중․하)의 가스가 균일화된 시점에서 교반장치를 정지한다.

② 가스균일화 여부의 판정기준은 투약완료 시점에서 가스균일화(각 측정점

의 평균치의 ±10% 이내)까지의 소요시간이 2시간 이내여야 한다. 단, 교

반장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약제를 사용하는 훈증시설은 교반장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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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생략하거나 사용약제의 특성에 맞는 가스균일화 확인결과로 갈음 

할 수 있다.

(라) 교반장치 확인은 각각의 훈증시설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구조, 건축

시기, 교반시설의 규격 및 건축자가 동일한 훈증시설이 여러개 있을 경

우는 각각의 훈증시설에 대하여 교반장치 성능이 동일하다고 인정되면 

그 일부의 훈증시설에 대한 확인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7) 소독효과 확인

(가) 가스보유력 확인 및 교반장치 확인후 소독효과 확인을 필요로 할 경우

는 훈증시설 내에 공시충을 투입하여 사용약제별 처리시간 경과후 공

시충 사멸여부를 조사한다.

① 공시충 투입은 공시식물 반입전에 공시충을 관에 넣어 로프에 결속시켜 

훈증시설 내의 상․중․하 각 지점에 배치한다.

(사이로의 경우는 홉파부에도 추가 투입)

② 약제투약량은 훈증시설 내용적에 대한 기준약량을 산정하여 투약한다.

③ 투약방법은 사용약제의 특성에 따라 공시식물 입고중 또는 입고후에 투약한

다.

④ 투약후의 조치 및 농도측정은 일반 소독처리에 준한다.

⑤ 소독처리후 공시충의 완전사멸 여부를 조사 기록한다.

1.3. 현장확인시 유의사항

가. 현장 확인을 실시할 때는 당해 훈증시설 설계자(건축자, 시공자등 당해 시

설을 잘 아는 자), 훈증시설자 등을 입회시켜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확인한다.

나. 현장 확인 중에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각종 장비를 사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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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상기 확인항목은 훈증시설(사이로, 창고, 부선, 컨테이너) 기준의 확인내

용을 종합한 것이므로 당해 훈증시설 확인에 필요한 항목만 확인한다.

2. 방사선조사시설

2.1. 확인절차

가. 방사선조사시설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독시설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토록 한다.

(1) 시설 구조명세서(붙임 3)

(2) 시설 평면도

(3) 시설 입면도

(4) 시설 배치도

(5)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허가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 평면도 및 입면도는 1/1000축적도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가”항의 시설 확인신청이 있을 때는

식물검역관으로 하여금 서류확인과 현장확인을 구분 실시토록 한다.

2.2. 확인방법

가. 서류 검사

(1) 제출한 구비서류가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와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적합한지

를 확인한다.

(2) 서류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3) 서류 검사결과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보완하게 한 후 신청하

도록 하거나 신청서 관련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나. 현장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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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조확인

(가) 시설 규모 : 시설의 수와 각각의 크기 및 내용적 조사

(나) 지붕 또는 천장 : 지붕 또는 천장의 재료와 그 두께 조사

(다) 벽체(외벽) : 벽의 재료와 두께 조사

(마) 접합부위 : 벽, 천장, 바닥의 접합부위 구멍 등 여부 조사

(바) 바닥 : 바닥의 재료 조사

(사) 문 : 문의 수와 종류 조사

(2) 설비확인

(가) 방사선원

① 방사선원의 종류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조사

② 방사선원별 기준용량이 초과되지 않았는지 조사

(나) 선량측정계

① 방사선처리 물품의 최고 최저 선량 등 선량 분포도 조사 가능 여부와 선

량 측정 가능 여부 조사

② 국가교정 검사기관의 교정성적서 확인

③ 교정주기 경과 여부 확인

(다) 기록장치

① 선량계의 자동기록 여부 조사

② 기록장치 기록지의 표시방법(시간, 온도, 눈금 등)의 적절성 및 기록된 내

용의 출력가능 여부 조사

(라) 안전장치

① 방사선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기, 보호장구 등이 구비 여

부 조사

(3) 방사선 처리 효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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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시설 효과 확인은 시설 내 조사대상 물품을 워크플랜에 따라 처리하

면서 소독처리기준의 흡수선량 이상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조사

2.3. 현장확인시 유의사항

가. 현장검사는 가능한 한 해당 시설 관계자(설계자, 시공자 등), 시설자, 안전책

임자 등을 입회시켜 검사한다.

나. 현장검사 시는 위해방지를 위하여 안전조치를 한다.

다. 필요시 방사선 조사 관련 전문 기관의 협조를 얻는다.

[별표7]

소독시험 자료 검토 기준

1. 해충 감수성 시험

1.1. 대상해충의 태별 감수성이 평가되어 약제 등 내성이 강한 태가 확인되어

야 한다.

1.2. 제1.1항의 내성이 강한 태에 대하여 살충농도 LC99값이 통계적으로 산출

되어야 한다. 다만, 태별 감수성 평가가 어려운 해충의 경우는 혼합태의 

살충농도로 대체될 수 있다.

2. 수착 및 침투성 시험

2.1. 용적율별로 가스의 수착정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수착율이 반영되

어 소독약량 등 소독처리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온도별로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할 경우는 온도별 수착 정도가 확인될 수 있어야 한

다.

2.2. 훈증처리 시간이 2～3시간인 경우는 15～20분정도, 24～48시간인 경우는 

2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가스가 피훈증물 내부에 균일하게 침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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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식물체 영향 평가시험

3.1. 소독처리후 식물체에 대한 약해 등 부정적 영향 정도를 정도가 커지는 순

서로 0부터 5까지로 구분하였을 때 부정적 영향의 정도가 1이하 이어야 

한다.

3.2.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방법인 경우 3.1항의 약해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메틸브로마이드 처리에 비하여 약해 등 부정적 영향이 동등하거나 적을 

때는 검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현장 적용 시험

4.1. 현장 적용 시험에 사용된 해충은 가장 내성이 강한 태(1.2항에 따른 태 구

별이 어려운 경우 혼합태)로 2회 반복하여 총 1,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완전 사멸되어야 한다. 다만, 하늘소류와 같이 공시충 확보에 과도한 예산

이 소요되는 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시충 수가 500마리 이

상으로 할 수 있다.

4.2. 메틸브로마이드 대체 소독방법인 경우 4.1항의 완전 사멸조건을 미달한다 

하더라도, 시험 등의 방법으로 메틸브로마이드 처리기준과 비교하여 살충

수준이 동등하거나 높을 때는 검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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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8]

훈증 소독 시험의 방법

1. 해충 감수성 시험

1.1. 공시충 선정

1.1.1. 식물의 공시충은 자주 발견이 되는 해충을 대상으로 선정하되, 검역병

해충 등과 같이 사육 또는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유사한 해충을 대상

으로 공시충을 선정할 수 있다.

1.1.2. 해충의 감수성 시험은 모든 태에 대한 시험을 원칙으로 하되, 기주식물

에 감염 가능성이 없는 태인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1.3. 소독처리 대상 해충이 여러 종인 경우에는 내성이 큰 순으로 2～3종을 

선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1.1.4. 국내 분포하지 않은 외국종일 경우에는 그 종과 유사한 국내 종으로 

대체하여 시험할 수 있다.

1.1.5. 시험에 사용하는 공시충은 사육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집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각각의 공시충은 균일해

야 한다.

1.2. 소독처리

1.2.1. 감수성시험은 살충율이 20～100%가 나타나도록 아래 예시와 같이 다양

한  처리(5처리구 이상)를 하여야 한다.

1.2.2. 처리구별로 2반복이상 실시하고, 반복구당 공시충수는 50마리 정도로 

하되 반복구당 해충수가 적은 경우에는 반복수를 늘린다. 공시충이 투

입 시는 쉽게 탈수될 수 있으므로 적은 양의 먹이를 같이 넣어줄 수 

있다.

1.2.3. 처리구별 수착 및 침투 등을 고려, 용적율을 같게 하여야 하며, 공시약

제가 공시충에 직접 닿지 않도록 투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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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소독처리시험 온도와 공시충 사육온도의 차이가 많은 경우, 공시충의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소독시험 24시간 전부터는 소독처리시험과 같은 

온도조건에서 사육하여야 한다.

1.2.5. 훈증소독시험 시 가스농도 측정은 농도시간적(CT적)이 산출될 수 있도

록 적정 간격으로 측정한다.

1.2.6. 소독완료 후 잔존가스를 1시간이상 배기하여야 한다. 또한 공시충은 살

충율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생육에 적합한 온․습도로 유지 보관하여

야 한다.

1.2.7. 솔수염하늘소 감수성시험 소독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다.

항목 재료 및 방법

공시충 솔수염하늘소

태 알, 유충, 번데기

공시충조건
알은 거름종이에 산란시켜 페트리디쉬에 보습제로 솜과 함께  
처리, 유충 및 번데기는 페트리디쉬 1개에 1마리씩 공시

해충 수 처리구당 약100개
처리구(농도) 0, 20 25, 30, 35, 40, 45, 50g/㎥
훈증상 데시케이터 훈증상(8리터)

훈증장비 압력계, 가스농도측정기, 가스채취장치, 환풍장치

투약방법 약간 감압된 상태에서 정량의 가스를 주입

가스농도측정 GC(TCD)

가스농도측정 간격 훈증 후 15분, 1, 3, 6, 24시간 

온도측정장치 자동온도기록계

온도측정간격 10분간격

배기시간 1시간(100리터/분)
훈증후 보관 20℃, 70% 상대습도

조사기간 30일

살충율 결정 현미경하에서 관찰된 알 부화율, 유충 살충율 등

1.3. 살충율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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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훈증처리 된 공시충의 사멸여부는 현미경 등으로 조사한다.

1.3.2. 현미경 등으로 확인이 안 되는 알은 부화시키고 번데기는 성충으로 우

화시켜 확인할 수 있다.

1.3.3. 일부 공시약제는 경시적인 살충력이 있거나, 가역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가 있으므로 소독완료 후 공시충을 일정기간(3～7일)을 두면서 살충여

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4. 데이터 분석

1.4.1. 살충데이터는 각 처리구별 사충수/공시충수를 기초로 프로빗 분석법

(Probit analysis) 등을 이용, 통계분석을 하여 LC50, LC99값을 산출하므

로서 감수성 정도를 비교, 감수성이 적은 태 또는 종을 밝혀야 한다.

다만, 처리시간이 살충 효과에 영향이 큰 훈증제(인화수소, 이산화탄소 

등)의 경우는 LT50 및 LT99값을 산출하여 분석할 수 있다.

1.4.2. 처리구마다 농도시간(CT)적을 구하여, 적용대상 해충을 완전 살충할 수 

있는 농도 및 시간을 산출한다.

2. 수착 및 침투성 시험

피 훈증물의 용적율, 포장재 등에 따라 훈증약제의 수착 및 침투에 차이가 

있어 살충효과가 다를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용적율 또는 포장상태에서의 수

착 및 침투성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1 수착 시험

2.1.1. 포장한 상태에서의 수착시험은 가능한 내용적이 0.5㎥이상의 훈증상에

서 실시한다.

2.1.2. 용적률은 일반적으로 가스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2～3가지

(10, 30, 50%)로 달리하여 처리하며, 온도․습도 등 처리조건 등이 가스

농도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역시 2～3가지로 달리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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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곡물 및 과채류의 용적률은 w/v(%)로, 목재류의 용적률은 v/v(%)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4. 투약량은 상업적 훈증 시 농도와 유사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2.1.5. 소독처리 대상 식물이 여러 종인 경우, 감수성이 큰 2～3종을 선정하여 

시험할 수 있다.

2.1.6. 수착은 소독처리 초기에 많이 되고 CT적은 가스농도의 측정 간격이 짧

을수록 정확하게 구할 수 있으므로 가스농도는 아래 예시와 같이 가능

한 초기에 여러 번 측정한다.

훈증시간(hr) 측정시간(훈증후) 측정횟수

2 10, 30, 60, 90, 120분 5

3 10, 30, 60, 90, 120, 180분 6

4 10, 30, 60, 90, 120, 180, 240분 7

24 1, 2, 3, 6, (12), 24시간 6

48 1, 2, 3, 6, (12), 24, 48시간 7

72 1, 2, 3, 6, (12), 24, 48, 72시간 8

2.1.7. 소독처리 CT적은 아래 식에 의해 계산한다.

○ 투약 완료 1, 2, 3, 6, n시간 후  CT적 계산방법

{(2-1)(C1+C2)+(3-2)(C2+C3)+(6-3)(C3+C6)+(n-6)(C6+Cn)}/2

* Cn : n시간 후 가스농도.

2.1.8. 실제투약량은 감수성 시험에서 얻어진 100% 살충 CT적에 수착으로 인

하여 손실되는 양을 보충하여 계산한다.

○ 실제 투약량 계산식 = 투약량 × 100% 살충 CT적 / 수착시험시 CT적

○ 예) 투약량이 25g/㎥이며, 투약후 1, 2, 3, 6, 12, 24시간째 측정한 가스농

도는 각각 20, 14, 12, 10, 8, 6mg/ℓ으로 CT적은 201이었다. 만일 감수

성 시험에서 산출된 100% CT적이 230이라면, 실제 투약량은 

25×230/201 ≒ 28.6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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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침투성 시험

가스 침투성은 식물의 종류, 형태, 조건, 포장형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각 식

물별로 다양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2.1. 종이박스에 포장된 과일

2.2.1.1. 포장한 상태에서의 침투시험은 가능한 내용적이 0.5㎥이상의 훈증상

에서 실시한다.

2.2.1.2. 가스침투성은 순환팬의 영향을 받으므로 적정한 용량의 순환팬을 설

치하여야 한다.

2.2.1.3. 가스농도측정은 테프론 튜브와 같은 비수착성 재질로 된 측정호스를 

2개의 포장상자 내부 및 훈증상내 상․하 부위에 설치 측정한다.

2.2.1.4. 가스채취는 훈증상 내 가스농도의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필요

량(20～30ml)을 취해야 한다. 가능한 구멍이 작은 호스(직경 1～

2mm)를 사용한다.

2.2.1.5. 투약량과 용적율은 상업적 규모와 유사하여야 하며, 순환팬 가까이 

있는 상자의 가스농도 측정은 피해야 한다.

2.2.1.6. 가스침투성 시험은 고내와 박스내 가스농도가 균일하게 되었을 때 

마친다. 시험 후 잔존 가스는 최대한 신속히 배기하여야 하고 잔존

가스농도를 측정한 후 살충효과, 약해 등 조사를 한다.

2.2.2. 마대 등으로 포장된 곡물

2.2.2.1. 종이 박스로 포장된 과일에 대한 침투성 시험 방법을 곡물에도 적용

할 수 있다.

2.2.2.2. 곡물의 훈증처리시간은 24～72시간으로, 가스농도측정 간격도 길어

질 수 있다.

2.2.2.3. 곡물내부에 끝에 그물망이 씌어진 측정 파이프를 삽입하여 가스를 

채취하여 측정하며, 순환 팬은 가스농도가 균일화되면 가동을 멈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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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2.3. 싸이로 내 산물 곡물

2.2.3.1. 싸이로 내 산물 곡물은 가스침투 및 확산이 어려우므로 필수적으로 

가스 강제 순환시스템이 설치된 싸이로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2.2.3.2. 가스순환시스템은 2시간이내 싸이로 내 가스농도를 균일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시험은 대개 대규모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대규모의 적용시험과 병행 실시할 수 있다.

2.2.4. 목재

목재 내부의 침투성 확인은 가스농도로 조사가 어려우므로, 목재 내부에 

감염된 해충 또는 투입한 공시충의 살충율을 조사 확인하여야 한다.

2.2.5. 침투성 시험시 주의사항

2.2.5.1. 종이상자는 가스의 침투 또는 배기가 지연되어 약해가 발생될 수 있

으므로 시험대상 종이상자의 좌우 측면에 여러 개의 구멍을 내어야 

한다.

2.2.5.2. 훈증처리 시간이 2～3시간인 경우는 15～20분정도, 24～48시간인 경

우는 2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가스가 균일하게 침투되어야 한다.

2.2.5.3. 침투성이 낮은 경우 투약량 및 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3. 약해 시험

3.1. 적용대상 식물체가 다수인 경우 감수성이 큰 2~3종 식물체를 선정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2. 약해 감수성은 약량, 온도, 처리시간을 정하여 2개 처리구 이상 시험을 하

여야 한다.

3.3. 절화류 및 신선과일의 약해 시험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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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재료 및 방법

공시작물 절화류 사과

공시약제 PH3 MB

처리구(농도) 1, 2, 3g/㎥ 35, 40, 45g/㎥

용적율 20% 0.1t/㎥

처리 온도 15℃ 15℃

훈증 시간 24hr 2hr

훈증상 0.5㎥ 훈증상 0.5㎥ 훈증상

포장형태 종이 포장 종이 포장

4. 현장 적용 시험

대형 또는 상업적 수준의 소독시설 등 조건하에서 대상해충에 대한 살충효과 

및 식물체에 대한 약해여부, 작업자의 안전성, 적용가능성 및 실용성 등을 확

인하여야 한다.

4.1. 현장 적용조건하에서의 시험은 원칙적으로 상업용 소독시설 및 대물량의 

피훈증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0.5㎥ 이상 훈증상(스틸 또는 아크

릴) 또는 1～5㎥이상의 천막을 사용할 수 있다.

4.2. 공시충은 내성이 큰 종의 태를 500마리 이상으로 사용하여 2회 반복시험 

하여야 한다. 다만, 하늘소류와 같이 공시충 확보에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

는 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250마리 이상으로 2회 반복 시험

할 수 있다.

4.3. 용적율, 피 훈증물의 크기 및 양, 포장 방법, 투약방법, 순환 및 배기 등의 

훈증조건은 상업용과 유사하게 하여야 하며, 감염된 식물체가 부족한 경

우는 감염되지 않은 식물체로 용적율을 맞출 수 있다.

4.4. 약해시험도 상업적 조건과 유사한 조건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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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소 독 계 획 서

신청서 번호 :

수출입자
주소  및  상호

성          명

소독대상
물품

수출입일자 모 선 명

품          명 수    량

소 독
방 법

투  약  일  자 장    소

소독시설의 종류 약 제 명

투    약    량 처리시간

개  방  일  자

소 독 이 행 기 간 제출일로부터 12일이내

소독실시자 상          호 성    명

수출입식물검역 소독처리규정 제4조 및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계획서
를 제출합니다.

20. . .

수출입자(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출입식물방제업자                 서명 또는 날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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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소독처리동의서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

주소 및 상호

성  명

소독대상물품

수입일자 또는 
경유승인일자

모선명 또는 
경유물품의 
차량번호

품        명 수    량

소독방법

예 정 일 자 (육), (본)
20 . . 장    소

소독시설의 

종   류
약 제 명

투 약 량 처리시간

소독실시자 상    호 성   명

본인(수출입자, 경유물품의 소유자)은 식물방역법 제16조 또는 제

27조에 의거 소독명령을 받은 상기 식물이 소독처리로 인하여 예상되

는 품질 손상 등의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전에 식물검역관,

대리인 또는 방제업자로부터 들어 이를 이해하고 소독처리하는 것에 동

의하며 또한 소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식물방역법 제

44조의 규정에 의거 식물검역관 및 관계자에게 일체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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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훈증소독작업결과서(앞면)

신청서 번호 :
1. 소독(훈증)대상 물품

적재선명 또는경유물품의 
차량번호 수출입자

품    명 수    량 원산지

수출입일 또는
경유 승인일자 소독명령일

2. 소독사항

소독처리적용기준

실시기간 20 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실시장소 소독방법 소독시간 시간

약 제 명 처리온도 ℃ 순환장치 유 ․ 무

구분 ＼
시설별

1 2 3 4 5 계

소독용적 ㎥
단위약량 g
사용약량 kg
훈증수량

수 용 비 %
가스농도
조사표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하 상 중 하 상중하 비   고

투
약
후
경
과
시
간

시간
/분

□공시충사멸

□부착해충사멸

□최종가스농도  

확인

식물검역관

성명:

서명또는날인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 설 의
깊 이

위와 같이 훈증소독하였기에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 .

방제회사 대표                인
방제기술자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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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증소독작업결과서(뒷면)

[가스농도측정요령]

<MB훈증>
1. 소독처리기준에 투약 후 최저가스농도가 지정된 것은 규정된 시간에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2. 처리시간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ㅇ 30분, 2시간, 4, 12, 24, 36, 48, 60, 72시간 경과 시

ㅇ 방제기술자가 투약 후 밀폐 및 가스누출 여부 등 확인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30분, 2․12시간 측정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투약 후 

최저가스 농도 측정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출입통제 

등의 사유로 정해진 시간에 측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4시간 범위 내 측정 

가능할 수 있다.(측정하지 못한 경우 사유 명기)

○ 처리시간 종료 시

<인화늄 훈증>
1. 소독처리기준에 투약 후 최저가스농도가 지정된 것은 규정된 시간에 반드시 
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2. 처리시간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래와 같이 가스농도를 측정할 것. 다만, 경
과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측정시간 ±1시간 범위 내 측정 가능
○ 4 경과 시
○ 12시간 경과 시(출입 통제 등 사유로 불가피할 경우 생략 가능하며 사유
를 해당 칸에 명시)
○ 24시간 경과 시부터는 매 24시간 마다
○ 처리시간 종료 시

약량 산출 근거 방제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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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1. 조사일자 :

2. 조사장소 :

3. 조 사 자 :

4. 신 청 인 

가. 업 체 명 :

나. 사업장 소재지 :

다. 대표자 성명(주민등록번호) :

5. 조사내용

가. 구비서류 

확  인  항  목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고

o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서
o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o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방제기술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신고기준(농약관리법 제3조의 2 제3항 관련)

확인항목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고
o 인력, 시설 

및 장비

o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수출입식물  

방제업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의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기준 적합여부

다. 결격 사유(농약관리법 제4조 관련)

확인항목 확  인  내  용 확인결과 비고

ㅇ 결격사유

6. 종합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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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소독실적 보고

훈증약제명 : (메칠브로마이드, 인화늄정제,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

방제업체명 :

지  역
훈증
약제명

일련번호
(소독건수별)

소독
일자

소독
장소

품명
소독
수량

훈증
용적

사용
량

비고

○○
사무소

○○
지역

본부

계

[별지 제6호]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소독실적 보고

훈증약제명 :(메칠브로마이드, 인화늄정제,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

구분

업체명

훈
증
약
제
명

이
월
량

구  입 반  출

실구입
량(구입
-반출)

사   용   량

재고
량

일

자

회

사

수

량

일

자

회

사

수

량

대상
식물명

훈
증
용
적

소
독
수
량

건
수

수
량

kg kg kg kg 목재류

곡  류

기  타

㎥ kg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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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소독약제 수입(제조) 및 판매실적

훈증약제 : (메칠브로마이드, 인화늄정제,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

수입(제조) 및 판매업체명 :

수 입(제 조) 판 매

훈증
약제
명

수입
(제조)
국

수입
(제조)
일

수입(제조)
단가
(원/kg)

판매
처
판매
일
규격 수량

단가
(원/kg
)규격

수량
(kg)

총계

[별지 제8호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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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수강신청서

구 분 년도 년도제 회
신청(접수)번호

No.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영업장

상  호 전화번호

소재지

근무년수(경험년수) 직 책 전공(학과)

전회 수료증 발급일 년  월  일 수료증번호

20 . . .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  귀하

첨부 : 1.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2통

2. 신규반 신청자는 사진(2.5cm x 3.0cm) 2매

(주) 1. 신청(접수)번호란을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2부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 주십시오.
2. 구분의 해당란에는 ○표 하십시오.
3. 근무 년수(경험 년수), 전회 수료증 발급일, 수료증 번호란은 기 방제기술교육 
수료증을 받은 자만이 기재하십시오.

4. 보수반은 보수교육 시 교육수료증을 지참하십시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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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

① 앞 면

8cm

방제기술교육수료증

(번호 : )

5.3cm

성 명

3cm

사 진

생년월일

교 부 일 자

유 효 기 간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 인

② 뒷 면

유효기간 변경

년 월 일 유효기간 확인인

* 아스테이지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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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방제기술자 수료증 발급대장

번호
주       소

(생년월일)
·성  명

사   진

(2.5×3cm)
소 속

발  급

년월일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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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수 료 증 재 발 급 신 청 서

구    분
수 료 증

번    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주   소

영업장

상      호 직    책

소  재  지

재발급 사유

20 . . .

신청자 : 서명또는날인

확인자(회사) : 서명또는날인

(사)한국수출입식물방제협회장        귀하

첨부 : 사진(2.5cm×3.0cm) 2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1. 재발급 사유란은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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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

수출입식물 방제기술교육 결과

일련
번호 구분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소  속
업  체
직책명

수강
장소

교육
수료

년월일

수    료
시험성적

합격
여부

수   료   증

필
기

실
기

평
균

발급
번호

발  급
년월일

수료증
유  효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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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

접    근    금    지


D A N G E R

고 독 성 농 약 보 관 중

( 개  스 )

방  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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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

약제보관수량 현황판

년   월    일  현재

약종별
포장

단위
단   위

보      관      수      량

신      품 사  용  품 계

개수 수량 잔량 개수 수량 개수 수량

MB 계 kg kg kg

봄베

"

50kg

25kg

PH3 계

캔

"

"

정제100정입

정제500정입

소구(1,660정입)

HCN
계

캔

"

1.5kg

500g

※ 사용품의 “잔량”란의 기재는 용기의 잔량별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잔량의 

각 용기에도 잔량을 표시하십시오.

방  제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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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 : 삭제]

[별지 제17호]

소 독 처 리 현 황 판

품   명 훈증용적 ㎥ 소 독 기 간
월 일 시～월 일 시

( 시간 처리)

사용약제
단위약량 g/㎥ 가스농도조사 상 중 하 조사자

사용약량 g

투약후

경 과

시 간

시간/분처리온도

소독처리
입회식물검역관 시간

방제기술자 시간

화   주 시간

적재선명
또는 

경유물품의
차량번호

시간

시간

경비자 개방후 시간

※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뒷면의 가스농도측정요령에 의거 측정 후 농도 기입

방   제   회   사

“주” 1. 크기 : 가로 60cm×세로 45cm. 다만, 컨테이너에 한하여 가로 

29.7cm × 세로 21cm(A4용지)로 제작 가능

2. 방수재질, 흰색바탕에 흑색 글자, 접히거나 찢어지지 않으며 반영

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별지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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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확인신청서(신규․계속․변경)
처리기간

20일

소독시설명

총면적또는용적

부대시설 유무
(훈증시설에 

한함)

교반 또는 순환장치 가스배출장치 투약․가스농도
측정 장치

소독시설소재지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훈증시설별
신청  내역

시설번호 면적 또는 용적 수용량․처리량 비  고

변경 사항(변경시에 한함)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유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독시설로 확인받
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귀하

첨부서류 : 1. 구조명세서(평면도와 입면도 포함) 및 배치도
2. 시설별 신청내역(시설수가 많은 경우에 한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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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                                            앞 쪽

(제    호)
소 독 시 설 확 인 서

소 독 시 설 명

시설 소재지

총면적 또는 용적

유 효 기 간

소 유 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관 리 자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소 독 시 설 별

신 청 내 역

시설별 면적 또는 내용적
수용량․
처리량

등급 비고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식물검

역 소독시설로 확인함.

20 . . .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인

※ 소유자 및 관리자는 뒷면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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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시설의 확인의 조건

1. 확인의 유효기간 중에 다음 사항이 생겼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당해 소독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파손되었을 때

나. 당해 소독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조하였을 때

2. 확인의 유효기간 중에 다음 사항이 생길 경우는 당해 소독시설 확인효력이 

취소되거나 등급이 변경됩니다.

가. 소독성적이 불량한 때

나. 개조, 파손에 의해 당해 소독시설이 소독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

다. 당해 소독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위해방지를 위한 농림축산검역

본부의 지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라. 본 규정 별표2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마. 소독시 확인된 시설기준(구조, 가스 보유력 등)과 동일한 조건에서 처리하

지 아니하였을 때

3. 소독시설확인서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소독시설 증명서류를 갖추고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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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

훈증시설 구조명세서

항            목 명         세

일

반

구 

조

1. 형  태

2. 지붕 또는 천정

3. 외벽, 차단벽

4. 지붕, 천정, 벽체등 접합부위

5. 바  닥

6. 문(출입문, 환기문)

7. 소독시 출입제한장치

시

설

구

조

훈증

시설

1. 교반(순환)장치

2. 가온팽창조

(가온기 및 기화기)

3. 약제투약장치

4. 가스농도측정장치

5. 기타 훈증시설
(해당명세만 기재)

방사선조사

시설

1. 방사선원

2. 선량측정계

3. 기록장치

4. 안전장치

※ 명세란에는 현장확인 항목중 “구조확인” 및 설비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상

세히 기록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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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

소 독 시   설   확   인   현   황

회사명 시  설  소  재  지 대표자
확  인  내  용

비 고확인
번호

확인
일자 

용 
적

유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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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

수출입식물 훈증소독 작업일지

훈증약제명 : (메칠브로마이드, 인화수소,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

방제
업체명

수출입
업체명

소독
기간

소독
장소 품 명 소독

수량

훈증
용적
(㎥ )

사용
약량
(㎏)

수출입
국명 비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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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 23호]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CERTIFICATE OF TREATM ENT

_____________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 for Animal, Plant and Fisheries No : ________________

TO : The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of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ES CR IPT IO N O F CO NS IG NM ENT

Name of vesse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umber of Bill of Ladin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clared name and address of consigne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 of origi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estina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produce and quantit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is is to certify that the goods described above have been treated as follow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 ES CR IPT IO N O F T R EAT M ENT

Date : _____________ Treatment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hemical(active ingredient) : ________ Duration and temper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oncentration : ________________ Additional informa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nd address of fumigation company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lace of issu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of authorized officer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ate : 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

No financial liability with respect to this certificate shall attach to the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 or to

any its officers or representatives.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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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

소독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일자 민원인명 품명 수량 수출국 수령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주) 발급번호는 기관별- 년도별- 일련번호(6자리)로 기입

예) 2008년도 중부지역본부에서 2번째 소독증명서 발급한 경우(20-08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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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

수출입식물방제업신고사항  변동 신고서

민원처리기간

10일

신

청

인

①법인 (상호 )

명

②사업장소재

지
(전화 : )

③대표자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전화 :

변경신고사항 

⑥ 항목 ⑦변동전 ⑧변동후 ⑨ 변동사유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식물방

제업의 신고사항(인력, 시설, 장비 등)을 위와 같이 변동 신고합니다.

년    월    일

〇 〇 업체 대표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사무소장) 귀하

주) 변동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변동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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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6호]

수출입식물방제업 변동신고 조사결과 보고

1. 조사일자 :

2. 조사장소 :

3. 조 사 자 :

4. 신 청 인 

법인(상호)명 변동신고 사항

대표자 성명 □인력  □시설  □장비

사업장소재지

시설 소재지
(약제창고의 경우 등)

5. 조사결과

변 동 사 항 확  인 결 과 적합여부

6. 조사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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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7호]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서

(제1쪽)

신청제목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회 사 명
전자우편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독처리

기준

처리방법 약제명

식 물 명 해충명

처리기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귀하

첨부서류

1. 효과입증 시험결과 자료

2. 적용 및 실용 가능성의 근거자료

3. 현장 적용 표준처리기준 자료

4. 그 밖의 참고자료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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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쪽)

① 신청제목

② 신청종류

③ 개 요

④ 시험방법

⑤ 시험결과

⑥ 자료출처

⑧ 표준처리방법

작 성 방 법

① 신청 제목: 제안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합니다.

② 신청 종류: 훈증처리, 방사선조사 등 해당 처리 종류를 적습니다.

③ 개요: 처리기준내용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합니다.

④ 시험 방법: 시설 및 장비, 시험방법, 살충효과 평가방법 등의 시험방법을 구

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실험실 조건, 현장조건이 다르다면 조건별

로 작성합니다.

⑤ 시험결과: 해충감수성 평가, 침투․수착성 평가, 식물영향평가, 현장적용시

험 등 시험결과를 기술합니다.

⑥ 자료출처: 발표된 학술논문명, 보고서명 등 자료출처를 적습니다.

⑦ 표준처리방법: 현장에서 적용할 때 안전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표준처리에 

관한 상세방법을 기술합니다.(외국의 사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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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별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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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0 과실 및 채소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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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0. 과실 및 채소류

공통기준

① MB훈증소독은 피훈증물의 온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측정하여 투약량을 결

정하되 최소단위는 1g으로 한다. 다만, 산출한 투약량이 1kg 이상인 경우는 

최소단위를 10g으로 하고 그 단위 미만의 약량은 절상한다.

가. 온도 측정은 피훈증물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부위를 선택하되 피 훈증물체

에 온도계를 삽입이 가능한 경우(바나나, 석류, 배추, 호박, 파프리카 등)에는 

직접 삽입하여 측정하고, 피훈증물체에 온도계 삽입이 불가능 할 경우(파, 마

늘, 밤 등)에는 다발 속, 포장 중심부 피훈증물 사이에 온도계를 삽입하여 측정할 

수 있다.

나. 대상해충이 외부가해 해충인 경우에는 포장중심부의 피훈증물 사이에 온도계

를 삽입하여 측정할 수 있다.

② 투약은 훈증시설, 피훈증물의 온도와 관계없이 기화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투약 시부터 팬을 이용하여 가스의 농도가 균일화되도록 충분히 교반을 하여야 

한다.

④ 개방 시 송풍팬을 사용하여 최단시간에 가스를 배기하여야 한다.

⑤ MB 훈증소독이행결과 확인시 가스농도가 투약 후 최저가스 농도에 미달하거

나 일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정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투약 30분 후의 보정기준

처리기준 30분 후 농도
처 리 방 법

온도(℃) 약 량
(g/㎥) 기준치 실측치

4.5이상
～ 64 48 73이상 즉시 개방하고 과다원인 제거 후 재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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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충투약량 산출기준

보충투약량(g) = 1.6×기준농도에서 미달되는 양(g/㎥)×용적(㎥)

예) 8℃에서 기준농도 48g, 실측농도 40g, 용적이 100㎥인 경우

: 1.6×(48-40)×100=1,280g 보충투약하고 소독시간 15분 연장

10.0미만

65-72 훈증소독 시간 15분 감축

48-64 기준에 따라 2시간 처리

25-47 약량 보충투약*하여 훈증소독시간 15분 연장

24이하 즉시 개방하고 과소원인 제거 후 재소독

10.0이상
～

15.0미만
48 38

58이상 즉시 개방하고 과다원인 제거 후 재소독

52-57 훈증소독 시간 15분 감축

38-51 기준에 따라 2시간 처리

20-37 약량 보충투약하여 훈증소독시간 15분 연장

19이하 즉시 개방하고 과소원인 제거 후 재소독

15.0이상
～

21.0미만
40 32

49이상 즉시 개방하고 과다원인 제거 후 재소독

47-48 훈증소독 시간 15분 감축

32-46 기준에 따라 2시간 처리

17-31 약량 보충투약하여 훈증소독시간 15분 연장

16이하 즉시 개방하고 과소원인 제거 후 재소독

21.0이상
～

26.0미만
32 26

40이상 즉시 개방하고 과다원인 제거 후 재소독

37-39 훈증소독 시간 15분 감축

26-36 기준에 따라 2시간 처리

14-25 약량 보충투약하여 훈증소독시간 15분 연장

13이하 즉시 개방하고 과소원인 제거 후 재소독

26.0이상 24 19

30이상 즉시 개방하고 과다원인 제거 후 재소독

27-29 훈증소독 시간 15분 감축

19-26 기준에 따라 2시간 처리

11-18 약량 보충투약하여 훈증소독시간 15분 연장

10이하 즉시 개방하고 과소원인 제거 후 재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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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투약 2시간 후의 보정기준

⑥ 삭제

⑦. 가스농도 측정호스 설치

가. 가스농도 측정호스는 더미, 훈증창고 또는 컨테이너 등의 상부 및 하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다만, 하부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는 상부에 추가

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피훈증물이 포장된 경우에는 가스농도 측정호스를 포장 내부에 설치하여

야 한다.

⑧ 훈증시설의 적용기준

훈증시설로 지정받은 창고 또는 콘테이너는 동 기준의 천막 또는 훈증상의 

처리기준 2시간 후 농도
처 리 방 법

온도(℃) 약량(g/㎥) 기준치 실측치

4.5이상
～

10.0미만
64 38

38이상 환기

28-37 15분 처리시간 연장

25-27 30분 처리시간 연장

24이하 재소독

10.0이상
～

15.0미만
48 29

29이상 환기

24-28 15분 처리시간 연장

21-23 30분 처리시간 연장

20이하 재소독

15.0이상
～

21.0미만
40 24

24이상 환기

21-23 15분 처리시간 연장

18-20 30분 처리시간 연장

17이하 재소독

21.0이상
～

26.0미만
32 19

19이상 환기

16-18 15분 처리시간 연장

13-15 30분 처리시간 연장

12이하 재소독

26.0이상 24 14

14이상 환기

12-13 15분 처리시간 연장

10-11 30분 처리시간 연장

9이하 재소독



- 879 -

소독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한다.

⑨ 박스내 비닐로 밀봉 포장되어 수입된 식물을 소독할 때에는 비닐을 천공하고 

박스의 천공면과 천막 등 시설과의 간격은 30cm, 타 물품과의 간격은 2.5cm

가 유지되어야 한다.

T 101. 낙엽성 과실

101-1. 사과, 배, 감, 포도, 복숭아 등

ㅇ Thrips, aphids, spider mites, Lygaeid bugs, ants, mealybugs, leaf miners, earwigs

등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기압 비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 10.0

10.0～ 15.0
15.0～ 21.0
21.0～ 26.0
26.0이상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1-2. 석류

T 101-3 포도

○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약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 후 
최저가스
농도(g/㎥) 온도 기압

3시간 후

메칠브로마
이 드 ( C H 3
Br)

64.5 3 32.3 11 이상 ～ 16 미만

상압56.5 3 28.3 16 이상 ～ 21 미만

48.5 3 24.3 21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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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명
투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3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3

55 45 4.4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56 50 40 10이상

T101-4. 사과

가. 복숭아심식나방,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 벚나무응애

처리방법
산소
농도
(%)

이산화탄소농도
(%)

승온속도
(℃/h)

처리
온도
(℃)

처리
시간

저산소
가온처리

1
이하

15 이상 7 이상
44

이상
1시간

㈜ 처리온도(과실내부)를 높이기 위하여 챔버온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말 것

나. 복숭아순나방, 복숭아명나방

처리방법
산소
농도
(%)

이산화탄소농도
(%)

승온속도
(℃/h)

처리
온도
(℃)

처리
시간

저산소
가온처리

1
이하

15 이상 7 이상 44 이상 2시간

㈜ 처리온도(과실내부)를 높이기 위하여 챔버온도를 과도하게 높이지 말 것

다. 수출 사과의 복숭아심식나방

처리방법 최소흡수선량 효과 판정기준 비  고

감마선 198Gy
성충우화

억제
방사선조사시설

(주) 상대국에서 허용시 처리 가능함

T102. 열대 및 아열대

102-1. 감귤류

가. 감귤의 귤가루깍지벌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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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5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나. 자몽 및 기타 감귤류의 Aleurocanthus woglumi(Citrus blackfly)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8

24

24

2

2

2

23

19

16

17

15

12

이상 미만

18.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다. 레몬

○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ㅇ 깍지벌레, 바구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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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종 약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에틸포메이
트 훈증제

420 16.6 5 이상 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라. 오렌지의 깍지벌레 등

약  종
약량

(g/㎥)
처리시간

(시간)
온도(℃) 비 고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
(HCN) 3 1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마. 오렌지의 깍지벌레, 바구미 등

약종 약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에틸포메이
트 훈증제

420 16.6 5 이상 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바. 자몽의 깍지벌레, 바구미 등

약종
약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420 16.6 5 이상 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2-2. 코코아넛트(Coconut)의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0
32
24

2
2
2

32
26
19

24
19
14

이상 미만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2-3. 아보카도

가. 야자흰깍지벌레(Hemiberleaia lataniae, Latania scale) 등 외부 가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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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4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32
24

4
4

28
19

14
10

이상 미만
18.0～22.0
22.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주) 소독시 약해 및 잔류에 대하여 수입업자 또는 화주에게 미리 경고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나. 내부가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4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0
32
24

4
4
4

24
26
19

17
14
10

이상 미만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주) 소독시 약해 및 잔류에 대하여 수입업자 또는 화주에게 미리 경고

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102-4. 파인애플

가. 외부가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나. 깍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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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고

하이드로겐시
아나이드
(HCN)

2～3 1～2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주) 2시간 3g/㎥ 투약시 약해 발생에 주의하고 수입자(소유자)의 동의 하에 실

시할 것

․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약종
PH3 약량

(g/㎥)
사용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포스핀
훈증제

2 100 2 8이상 2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약종
PH3․EF
약량

(g/㎥)

사용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수용비
(톤/㎡)

기압 비고

포스핀훈증제
＋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1

25.1

50

150

2

16.7
8이상 4 0.15이하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주) 동 처리기준은 포스핀 훈증제와 에틸포메이트 훈증제의 병용처리임

다. 내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후6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32 6 26 22 16 21.0 이상 상 압

102-5. 바나나(Banana)

가. 밤나방과(Noctuidae spp),Thrips spp., Copitarsia spp.와 같은 외부가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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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주) 소독시 약해에 대하여 수입업자에게 미리 경고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나. 깍지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약 종 약량
(g/㎥)

최저
농도시간적
(ppm․hr)

처리
시간 온도(℃) 비 고

하이드로겐시아나이드
(HCN) 3 560 2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주)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다. 깍지벌레

약종 수용비
(톤/㎥)

약량
(g/㎥)

최저농도
시간적
(g hr/㎥)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0.19이하 210 19 16.6 13이상 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 박스의 천공면과 타 물품 또는 시설과의 간격이 30cm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라 확인된 훈증시설에서 소독하는 경우는 25cm 간격으로 유지될 수 

있다.

약종 약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알루미늄포스파이드
정제 12 56 15

이상 2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주) 가스발생을 촉진시키는 장비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102-6. 키위(Ki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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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가해해충, 긴노린재과(Nysius huttoni : Wheat bug)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ㅇ 깍지벌레류

○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약제명
투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3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3

48 38 4.4~10미만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48 38 29 10~15미만

40 32 24 15~21미만

32 26 19 21~26미만

24 19 14 26이상

102-7. 라임(Limes)

ㅇ 주름응애(Brevipalpus chilensis : false spidermite)

약종 약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210 16.6 5 이상 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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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0

32

24

2

2

2

2

38

32

26

19

29

24

19

14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2-8. 체리(Cherry)

ㅇ 과실파리 이외 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2-9. 블랙베리(Blackberry)

ㅇ Noctuidae spp, Thrips spp., Copitarsia spp., Pentatomidae spp. 및 Tarsonemus

spp.와 같은 외부 가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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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10. 블루베리(Blue berry)

ㅇ. 외부 가해해충

○ 포도애기잎말이나방(Lobesia botrana)

약제명 투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 비  고

30분후 3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3

55 45 4.4이상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56 50 40 10이상

약종 약량(g/㎥) 온도(℃)

투약 후 최저가스 
농도(g/㎥)

30분 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4.5이상～10미만 48 38

48 10 ～ 15 38 29

40 15 ～ 20 32 24

32 20～ 26 26 19

24 26이상 19 14

약종 약량(g/㎥) 온도(℃)
투약 후 최저가스 

농도(g/㎥)

30분 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32 20이상～26미만 26 19

24 26이상 1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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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03. 견  과  류

103-1. 밤

가 .잎말이나방(Cydia speledana : nut fruit tortrix), 밤바구미속(Curculio spp.)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 비고
30
분후

2
시간

3.0
시간

4
시간

5
시간

6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96
96
80
80
64
64

6
5
5
4
4
3

85
85
72
72
58
58

48
50
40
42
32
34

-
-
-
-
-
34

-
-
-
42
32
-

-
50
40
-
-
-

48
-
-
-
-
-

이상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나. 잎말이나방(Cydia splendana : nut fruit tortrix), 밤바구미속(Curculio spp.)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64
64
64
48

5
4
3
2
2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진공 26"

103-2. 은  행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4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80
60
50
40
30

4
4
4
4
4

72
55
38
32
24

42
30
24
17
13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103-3. 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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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온 도 (℃) 기 압 비 고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4

24

24

24

24

4.5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3-4. 도토리

ㅇ T 103-1에 준하여 처리

T104. 채  소  류

104-1. 녹색꼬투리콩류

(Snap, string, Yard-long beans, peas, pigeon peas)

ㅇ Cydia fabivora, Epinotia aporema, Maruca testulalis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0

32

24

2

2

2

2

38

32

26

19

29

24

19

14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2. 엽채류, 유채류(Brassica spp.), 신선한 초본식물류 

가. 외부가해해충 및 잎굴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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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56

48

40

32

2

2

2

2

2

48

43

38

32

26

38

34

29

24

14

이상 미만

4.5～ 7.0

7.0～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 엽채류 및 초본식물류 :

amaranth(leafy amaranth, Chines spinach, tampala), arrugula(garden rocket),

celtuce, chervil, chrysanthemum, cilantro, cornsalad, cress, dandelion,

fennel, garden cress, garland, lettuce, orach, parsley, purslane, radicchio,

sorrel, spinach, Swiss chard, thyme, winter rhubarb, 및 wintercress.

나. 배추, 상추, 양배추, 들깻잎의 깍지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3 2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104-3. 아스파라가스(Asparagus)

가. Noctuidae spp., Thrips spp, Copitarsia spp. 같은 외부가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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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실내

나. Halotydeus destructor

약  종
약 량 

㎥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 온  도

℃
기 압 비  고

분후 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2
2
2

48
38
32

38
29
24

이상  미만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4. 풋옥수수

ㅇ Ostrinia nubilalis(European corn borer) 등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
분후

2.5
시간

3
시간

4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0

4

3

2.5

38

38

32

29

29

24

-

24

-

24

-

-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5. 호  박

가. Pumpkin(각종 calabaza포함)의 외부가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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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0

32

24

2

2

2

32

26

19

24

19

14

이상 미만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나. Squash의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다. 단호박의 깍지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3 2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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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 멜론(honeydew 및 muskmelon 포함) 및 수박

가. Noctuidae spp., Thrips spp., Copitarsia spp.와 같은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나. 내부가해해충

104-7. 토마토

가. 내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3.5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0
32

3.5
3.5
3.5

38
32
26

24
20
19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주) 약해에 대하여 수입업자에게 미리 경고를 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나. 방울토마토의 진딧물, 응애

약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 후 최저 
가스농도(g/㎥) 온도(℃) 기압

30분 후 4시간 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4 48 32 4.5이상～10미만

상압
48 4 38 24 10 ～ 15
40 4 32 20 15 ～ 21
32 4 26 16 21 ～ 26
24 4 19 12 26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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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2 1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다. 가루이, 총채벌레

약종
EF 약량
(g/㎥)

사용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8.35 50 16.6 13이상 2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8. 뿌리작물

가.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30

분후
2
시간

2.5
시간

3
시간

3.5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3.5
3
2.5
2
2
2

38
38
38
38
32
26

-
-
-
26
24
19

-
-
26
-
-
-

-
24
-
-
-
-

24
-
-
-
-
-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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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30
분후

3
시간

3.5
시간

4
시간

4.5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4.5
4
3.5
3
3
3

38
38
38
38
32
26

-
-
-
24
22
19

-
-
24
-
-
-

-
24
-
-
-
-

24
-
-
-
-
-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104-9. 고구마(Ipomoea)와 얌(Dioscorea)

가.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5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주) ① 21℃ 이하의 온도는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21℃ 이하에서 훈증은 수입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하도록 함.

② 고구마와 얌은 표면에 수분이 없이 건조되어야 하며 처리 후 24시간 동

안 처리온도에 방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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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4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56
48
40

4
4
4
4

50
44
38
32

32
28
24
20

이상 미만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주) ① 21℃ 이하의 온도는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21℃ 이하에서 훈증은 수입

업자의 요청에 의해서만 하도록 함.

② 고구마와 얌은 표면에 수분이 없이 건조되어야 하며 처리 후 24시간 동

안 처리온도에 방치한다.

104-10. 감자(Potato)

가. Graphognathus spp.(Whitefringed beetles)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0

2

2

36

30

24

29

이상 미만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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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Ostrinia nubilalis(European corn borer), Phthorimaea operculela (Potato

tuberworm)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4 2 33 22 21.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다. 내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4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8

60

52

44

4.0

4.0

4.0

4.0

50

44

38

32

32

28

24

20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11. 마  늘

가.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30
분후

2.5
시간

3
시간

3.5
시간

4.5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4.5
3.5
3
2.5
2.5
2.5

38
38
38
38
32
26

-
-
-
29
24
19

-
-
26
-
-
-

-
26
-
-
-
-

24
-
-
-
-
-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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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Brachycerus spp.(Garlic beetle), Dyspessa ulula(Garlic carpenterworm)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0
32
32

4
3
2
2
2
1.5

이상 미만
4.5 ～ 10.0
10.0 ～ 15.0
15.0 ～ 21.0
21.0 ～ 26.0
26.0 ～ 32.0
32.0 이상

진공 15"

104-12. 양파(Onion), 부추(Leek), 골파(Shallot), Scallion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 온 도
(℃) 기 압30

분후
2
시간

2,5
시간

3
시간

3.5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3.5
3
2.5
2
2
2

38
38
38
38
32
26

26
26
26
26
24
19

-
-
26
-
-
-

-
26
-
-
-
-

26
-
-
-
-
-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104-13. 사탕무(Beet), 무(Radish), 순무(Turnip), Parsnip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 온 도

(℃) 기 압
30
분후

3
시간

3.5
시간

4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0
32

4
3.5
3
3
3

38
38
38
32
26

-
-
24
24
19

-
24
-
-
-

24
-
-
-
-

이상 미만
4.5～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주) 천막 또는 훈증상

ㅇ내부가해 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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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온  도
(℃) 기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3.5
3

2.5
2
2
2

이상 미만 
4.0～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이상

진공
15“

104-14. 양배추(Cabbage)

(주) 천막 또는 훈증상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56
48
40
32

2
2
2
2
2

48
43
38
32
26

38
34
29
24
14

이상 미만
4.5～ 7.5
7.5～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104-15. 당근(Carrot)

ㅇ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 온 도

(℃) 기 압
30
분후

3
시간

3.5
시간

4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0
32

4
3.5
3
3
3

38
38
38
32
26

-
-
24
24
19

-
24
-
-
-

24
-
-
-
-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주) 1. 천막 또는 훈증상
2. 내부가해해충인 경우 진공 15"로 처리하면 1시간 단축할 수 있다.

104-16. 셀러리(Ce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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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주) 천막 또는 훈증상

104-17. 치커리(Chicory)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56
48
40
32

2
2
2
2
2

48
43
38
32
26

38
34
29
24
14

이상 미만
4.5～ 7.0
7.0～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주) 천막 또는 훈증상

104-18. 가  지 

가.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0

32

24

2

2

2

2

38

32

26

19

29

24

19

14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주) 천막 또는 훈증상

나. 진딧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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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 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2 1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104-19. 생강[Ginger(rhizome)]

가. 내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비 고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0

32

3.5

3

3

3

15.0이상～ 21.0미만

21.0 " ～ 26.0 "

26.0 " ～ 32.0 "

32.0 이상

상 압 진공15"

(주) 진공훈증시설이 없는 경우는 처리시간을 30분 연장처리 할 수 있다.

나.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
분후

3
시간

3.5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0
32

3.5
3
3
3

38
38
32
26

-
24
24
19

24
-
-
-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20. Strawberry

ㅇ 외부가해해충



- 903 -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0
32
24

2
2
2
2

38
32
26
19

29
24
19
14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21. R aspb erry

ㅇ Noctuidae spp., Thrips spp., Copitarsia spp., Pentatomidae spp.와 같은 외부가해해

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22. B lack b erry

ㅇ Noctuidae spp., Thrips spp., Copitarsia spp., Pentatomidae spp.와 같은 외부가해해

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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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 Blueberry

ㅇ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32
24

2
2

26
19

19
14

이상 미만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24. Endive(꽃상추류)

ㅇ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56
48
40
32

2
2
2
2
2

48
43
38
32
26

38
34
29
24
19

이상 미만
4.5～ 7.0
7.0～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25. 오  이

가.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0
32
32

2
2
2
2

38
32
26
19

29
24
19
14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나. 깍지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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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 량
(g/㎥) 처리시간 온 도

(℃) 비 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3 2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104-26. 커사버[Cassava(manihot 및 yuca)]

ㅇ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
분후

3
시간

3.5
시간

메칠

브로마이

드

(CH₃Br)

48

48

40

32

3.5

3

3

3

38

38

32

26

-

24

24

19

24

-

-

-

이상 미만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27. Opuntia속 선인장 및 기타 선인장의 열매(Prickly pear, pitahaya)

ㅇ 외부가해해충 및 잎굴파리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32
24

2
2
2
2
2

48
38
32
26
19

38
29
24
19
1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104-28. 파프리카

가. 진딧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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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2 1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나. 가루이, 총채벌레, 진딧물, 거세미나방

약종
EF 약량
(g/㎥)

사용량
(g/㎥)

함량
(%)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에틸포메이트
훈증제

16.6 100 16.7
13

이상
2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다. 수출 파프리카의 왕담배나방

처리방법 최소흡수선량 효과 판정기준 비  고

전자선 206Gy

성충우화억제 방사선조사시설X선 182Gy

감마선 225Gy

주) 상대국에서 허용시 처리 가능함

라. 수출 파프리카의 담배나방

처리방법 최소흡수선량 효과 판정기준 비  고

감마선 254Gy 산란억제 방사선조사시설

주) 상대국에서 허용시 처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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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0 번식용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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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0 번식용 식물

T201 묘목류 등 생식물

201-1. 생육중인 식물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30분후 2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56

48

40

32

24

16

2

2

2

2

2

2

43

38

32

26

19

13

34

29

24

19

14

9

5.0이상～ 10.0미만

10.0 " ～15.0 "

15.0 " ～21.0 "

21.0 " ～26.0 "

26.0 " ～31.0 "

31.0 이상

(주) :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 시 주의사항

① 훈증소독시 기화기를 사용할 것.

② 훈증소독 시 과도한 송풍을 하지 말 것(15분 이내 송풍)

③ 뿌리부분이 건조한 것은 뿌리부분에 수분을 공급하여 습하게 할것.

④ 천막내의 고온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사광선이 있는 곳은 피할 것.

⑤ 훈증후 가스개방 시 과다한 송풍을 피할 것.

⑥ 훈증후 식물은 직사광선을 피할 것.

⑦ 약해에 대하여 수입업자에게 미리 경고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⑧가스농도 측정호스

가. 가스농도 측정호스는 더미, 훈증창고, 컨테이너 등의 상부․하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다만 하부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부에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피훈증물이 포장된 경우에는 측정호스를 포장내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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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휴면상태의 낙엽 및 상록식물, 삽수, 접수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30분후 2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56

48

40

32

24

16

2

2

2

2

2

2

43

38

32

26

19

13

34

29

24

19

14

9

5.0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 ～ 31.0 "

31.0 이상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201-3. 낙엽성 목본식물(휴면상태), 삽근, 접수

가.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30분후 2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56

48

40

32

24

2

2

2

2

2

43

38

32

26

19

34

29

24

19

14

4.5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이상

(주) ①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② Brachyrrhinus 유충이 부착된 경우는 30분간 연장

201-4. 휴면상태의 상록식물

진달래류, 매발돕나무속(Berberis), 동백속, Ilex, Photinia 등의 광엽식물,

Araucaria, Cedrus, Cupressus, 향나무속(Juniperus), Podocarpus,

Thuja, Taxus 등의 침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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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비 고
30
분후

2
시간

3
시간

3.5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0

40

40

32

24

3.5

3

2

2

2

32

32

32

26

19

24

-

24

19

14

-

24

-

-

-

24

-

-

-

-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6.0

26.0～32.0

32.0 이상

Brachyrhinus

유충이 부착된

경우는 8g/㎥를

증량투약하고

30분 연장함.

상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참조

201-5. 온실재배식물, 절화, 초본식물(삽수포함), 목본식물(삽수포함)

ㅇ 외부가해해충, 잎굴파리류(Leafminers), 총채벌레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장 소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56

48

40

32

24

2

2

2

2

2

41

36

30

24

19

27

24

20

16

12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 압 훈증상

또는

천막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201-6. 절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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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충이 감염된 것.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30분후 2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56

48

40

32

24

2

2

2

2

2

41

36

30

24

19

27

24

20

16

12

5.0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이상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 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나. 카네이션의 깍지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 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3 2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다. 장미의 진딧물, 응애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  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2 1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라. 백합의 진딧물,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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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온도
(℃)

비 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HCN)

2 1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마. 국화․장미․백합절화의 응애, 총채벌레, 진딧물, 가루이

약종 약량
(g/㎥)

함량
(%)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m3)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24시간

포스핀
훈증제

100 2 1.44
8
이상

2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바. 수출 장미 절화의 담배가루이

처리방법 최소흡수선량 효과 판정기준 비  고

전자선 138Gy 알 부화 억제 방사선조사시설

201-7. 난

가. 깍지벌레 이외의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56

48

40

32

24

16

2

2

2

2

2

2

41

38

32

26

19

13

27

24

20

16

14

9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주) ① Cymbidium, Cypripedium phalaenopsis의 일부 품종등 MB에 감

수성이 큰 것은 약해발생 위험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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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참조

나. 심식충, 양난파리, Soft scales과 같은 깍지벌레, Mordellistena, vinsonia spp.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8
48

3.5
3.0
2.5
2.0
1.5
1.0

이상 미만
4.5 ～ 10.0
10.0 ～ 15.0
15.0 ～ 21.0
21.0 ～ 26.0
26.0 ～ 32.0
32.0 이상

진공 15"

(주) ① Cymbidium, Cypripedium phalaenopsis의 일부 품종등 MB에 감수성이 

큰 것은 약해발생 위험이 있음.

②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참조

다. 잎굴파리(Eurytoma spp.)로 감염된 Rhynchostylis 품종

ㅇ 47.8℃에서 30분간 열탕처리 한 후 찬물에 담근다.

201-8. Bromeliads(Pineapple family)

가.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
분후

1.5
시간

2
시간

2.5
시간

3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32
32

3.0
2.5
2.0
2.0
1.5

38
38
38
26
26

-
-
-
-
20

-
-
26
16
-

-
26
-
-
-

26
-
-
-
-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참조       

나. 내부가해해충(심식충, miners)

ㅇ T201-8-가 기준을 진공 15"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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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참조

다. 파인애플묘(접지, 꺽꽂이용 가지 포함)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0
32
24

2
2
2
2

38
32
24
19

26
24
16
14

이상 미만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진공 26"에서
는 1.5시간
훈증으로
단축할수있다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의 해당사항 참조

201-9. 선인장류와 다육식물

가. 외부가해해충, Soft scales 이외의 깍지벌레류

약 종 약 량
(g/㎥)

처 리 시 간 온 도
(℃) 기 압

Brachyrhinus유충 기 타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4
3.5
3
2.5
2.5
2.5

3.5
3
2.5
2
2
2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주)] 해당사항 참조

나. 심식충(Borers) 및 Soft scales

약 종 약 량
(g/㎥)

처 리 시 간 온 도
(℃) 기 압

Brachyrhinus유충 기 타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4
3.5
3
2.5
2.5
2.5

3.5
3
2.5
2
2
2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진공
15“

(주) ①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해당사항 참조



- 915 -

201-10. 국화(뿌리가 있는 것과 절화 모두 적용)

가. 진딧물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시간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12 2 9 7 21.0 이상
상 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참조

나. 잎굴파리(Leaf Miners), 진딧물(Aphids), 응애(mites), 기타 

ㅇ 43.3～43.8℃에서 20분간 열탕처리

(주) 이 처리는 기주내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약해 등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미

리 경고하고 동의서를 받는다.

다. 국화절화의 깍지벌레, 진딧물, 총채벌레, 가루이

약 종 약량 (g/㎥) 처리시간 온도 (℃) 비 고
하이드로겐
시아나이드
(HCN)

3 2 10～20 컨테이너
또는 창고

․ 농약취급제한기준에 의거 적용작물 이외는 사용할 수 없음.

라. 수출 국화 절화의 목화진딧물

처리방법 최소흡수선량 효과 판정기준 비  고

전자선 193Gy
F1 세대 성충 
우화 억제

방사선조사시설

201-11. 소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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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비 고
30
분후

2
시간

2.5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32

2.5
2
2
2

38
38
38
26

-
29
29
19

26
-
-
-

이상 미만
15.5～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Dioned-
ule은26"
진공에서
처리하여
야 함.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참조

201-12. Dieffenbachia spp., Dracaena spp., Philodendron 식물과 삽수 

가. 외부가해해충 : T201-8-가

(주) 드라세나는 약해(잎끝이 타는 현상) 우려가 있음.

나. 내부가해해충 : T201-8-가의 기준을 진공 26"에서 처리

201-13. 삽  수 

ㅇ 나무가시(Scion wood) : T201-4

ㅇ 목본식물의 푸른나무토막, 초본식물의 토막 : T201-6

ㅇ 뿌리토막(切根) : T201-1

201-14. 민달팽이류(Vernicella spp.) 또는 기타  민달팽이류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장 소
30분후 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8
24
20
10

2
2
2
2

22
18
15
12

19
15
12
9

이상 미만
15.5～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천막
또는
훈증상

201-15. 수생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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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유해동물 처 리 시 간 비 고

민달팽이 44.4℃에서 10분간

열탕처리한다.

Elodea densa, Caomba Carol-

iniana 식물은 내성이 약함.

201-16. 소나무류(Pinus spp.)

ㅇ Rhyacionia buoliana(Pine shoot moth)

약    종
약량 

(g/㎥) 처리시간
온도
(℃)

약량 
(g/㎥) 처리시간

온도
(℃) 기압 비고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64

3시간29분

3시간24분  

3시간19분  

3시간15분  

3시간12분 

3시간 8분

3시간 5분

3시간 1분

2시간58분

2시간55분

2시간52분

2시간49분

2시간46분

2시간43분

2시간41분

2시간38분

7.2

7.8

8.3

8.9

9.4

10.0

10.6

11.1

11.7

12.2

12.8

13.3

13.9

14.4

15.0

15.6

64

2시간35분

2시간31분

2시간28분  

2시간25분  

2시간22분  

2시간19분

2시간16분

2시간14분

2시간11분

2시간 9분

2시간 7분

2시간 4분

2시간 2분

2시간 1분

2시간    

16.1

16.7

17.2

17.8

18.3

18.9

19.4

20.0

20.6

21.1

21.7

22.2

22.8

23.3

23.9

상압

개방직전

최저가스

농도 :

51g/㎥

201-17. 드라세나묘목

ㅇ 응애, 총채벌레, 진딧물, 가루이, 깍지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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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종 약량
(g/㎥)

함량
(%)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m3)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24시간

포스핀
훈증제

100 2 1.07
15
이상

2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201-18. 야자묘목, 크로톤묘목, 폴리시아스묘목, 행복나무

○ 깍지벌레

약종
PH3

약량
(g/㎥)

사용량
(g/㎥)

함량
(%)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

온도
(℃)

처리
시간

기압 비고

24시간

포스핀
훈증제

2 100 2 1.0 5이상 24 상압
천막 
또는 

훈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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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02. 구근, 구경(Corm), 괴경, 근경(Rhizomes), 뿌리

202-1. 외부가해해충

가. 훈증상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 비 고30
분후

2
시간

2.5
시간

3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0
32

3
2.5
2
2
2

36
36
36
30
24

-
-
24
20
16

-
24
-
-
-

24
-
-
-
-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압
Brachyrhinus
유충은30분간
훈증시간연장

(주) 번식용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의 해당사항 참조

나. 천막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30
분후

2.5
시간

3
시간

3.5
시간

4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4
3.5
3
2.5
2.5
2.5

36
36
36
36
30
24

-
-
-
24
20
16

-
-
24
-
-
-

-
24
-
-
-
-

2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다. 온탕침지

적용유해동물 처 리 시 간 온도(℃) 비 고

구근류에 부착한 꽃등애,
총채벌레등

1시간 20분
～2시간

44
～43.3

온탕의 온도를
정확히 지킬것.
처리후 건조 시킬것

202-2. 내부가해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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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T 202-1-가의 기준을 진공 26"에서 처리

202-3. 특수조건

가. 얌(Dioscorea) 및 고구마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종가스
농도(g/㎥) 온 도

(℃) 기 압
30분후 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56
48
40

4
4
4
4

48
42
38
32

32
28
24
20

이상 미만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주) ① 21℃ 이하에서 훈증 및 환기하는 경우 약해발생 우려가 있음.

② 괴경은 말려서 표면에 습기가 없어야 하며 처리후에는 24시간 동안

훈증온도에서 방치하여야 함.

③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참조

나. 글라디올라스 총채벌레가 부착된 글라디올라스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
30
분후

3
시간

3.5
시간

4
시간

4.5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4.5

4

3.5

3

3

3

36

36

36

36

30

24

-

-

-

24

20

16

-

-

24

-

-

-

-

24

-

-

-

-

24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압

T203. 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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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

30
분후

2.5
시간

3
시간

3.5
시간

4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4

3.5

3

2.5

2.5

38

38

38

38

32

-

-

-

29

24

-

-

24

-

-

-

24

-

-

-

24

-

-

-

-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 이상

상압

(주) ① 수용비는 30% 미만으로 한다.

② 마른종자의 훈증에는 가습하지 않는다.

③ 건조종자가 젖거나 습한 상태에서는 약해를 입을 수 있음.

(일부 열대야자류 또는 견과류 종자는 보통 습한 상태로 수입되는 

경우가 있음)

④ 번식용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203-2. 내부가해해충, 견과류종자, 단단히 포장된 종자

ㅇ T 203-1 기준을 진공 26"에서 처리

(주) 수용비 50%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플라스틱 또는 비침투성 형태

의  물질을 제거하거나 침투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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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종자에 부착된 유해동․식물

가. 침   지

약 종 처 리 기 준 적용병해충
티오파네이트 메칠․티람
수화제, 벤노밀․티람수화제

농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적용작물 및 사용량을 준수한다.

규제비검역병 중 
진균

나. 분   의

다. 건열처리

적용 유해동․식물 처리시간 및 온도 비 고

쌀, 보리, 잡곡 등에 부착하는
각종 유해식물(잡초제외) 및
씨알선충

100℃ 이상에서 1시간 또는
90℃ 이상에서 3시간

라. 온탕침지

적용 유해동․식물 처리
온도 처리시간 비 고

쌀, 보리, 잡곡등에부착하는각
종 유해식물(잡초제외) 및 씨알
선충

45℃ 30분～45분 ㅇ온탕의 온도를 정

밀하게유지한다.

ㅇ처리후건조한다구근류에 부착하는 꽃등애 44℃ 1시간30분～2시간

(주)온탕침지 시설요건은 T600의 공통사항 참조

마. 염수선처리

적용 유해식물 처리기준 및 농도 비 고

맥류종자 등에 혼입된 맥각
자운영종자 등에 혼입된 균핵

비중 1.20의 염수
비중 1.10의 염수

가려진 맥각 및 균핵
은 소각 폐기

약 종 처 리 기 준 적용병해충
티오파네이트 메칠․티람수화제
벤노밀․티람수화제
카복신․티람분제
캡탄수화제

농약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적용작물 및 사용량을 준수한다.

규제비검역병 
중 진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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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씨알선충

ㅇ T203-3-다 또는 T203-3-라의 기준에 준하여 처리

203-5. 종자류에 부착된 해충

ㅇ 인화늄정제(곡식수시렁이, 씨알선충 제외)

약 종
PH₃약량

(g/㎥)

사용량(정/㎥) 처리
시간

온 도
(℃) 장 소 기압3g 정제 0.6g 정제

인화늄
정 제 1 1정 5정

7일간
6일간
5일간

이상 미만
5.0～10.0
10.0～20.0
20.0 이상

훈증상
또는
천막

상 압

(주) ① 온도가 5℃ 미만일 경우는 훈증효과가 떨어짐.

② 0.6g 정제를 사용할 때는 훈증시간을 24시간 단축할 수 있다.

③ 투약방법은 정제를 균등히 배치할 것.

203-6. 특수조건

가. 나비나물속(Vicia spp)을 제외한 종자

ㅇ 콩바구미과(Bruchidae)(Cyryedon속 바구미 제외)

약 종
약 량 (g/㎥) 처 리 시 간 온 도

(℃)
기압

Caryedon spp 기타 Caryedon spp 기타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
-
-
80

48
48
48
48

-
-
-
2

4
3.5
3
2.5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진공
26"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의 해당사항 참조

나. Caryedon spp(Leguminosae = Fabaceae, 기타)

약 종 약 량(g/㎥) 처리시간(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32 24 10.0 이상 상 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의 해당사항 참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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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시간

온  도
(℃)

기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80 2 21 이상
진공
26“

다. 콩바구미(Bruchidae)에 감염된 나비나물속(Vicia spp.)

(1) 천막 또는 훈증상(Vicia faba 제외)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30
분후

11
시간

12
시간

13
시간

14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56

56

56

56

14

13

12

11

46

46

46

46

-

-

-

27

-

-

27

-

-

27

-

-

27

-

-

-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상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T201-1의 (주)] 참조

(2) 진공훈증(Vicia faba포함)

약 종
약 량

(g/㎥)

처 리 시 간 온 도
(℃) 기압

Vica faba 기 타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5

4.5

4

3.5

4

3.5

3

2.5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진공

26"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라. 외부가해 해충에 감염된 목화씨

(1) 훈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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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수용비 약량(g/㎥) 처리시간 온도(℃) 기압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50% 미만 64
48

24
24

이상 미만
4.5～15.0
15.0 이상 상압

112
96

12
12

이상 미만
4.5～15.0
15.0 이상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해당사항 참조

(2) 천  막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g/㎥) 온 도

(℃) 기압
30분후 24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96

80

24

24

48

40

24

20

이상 미만

4.5～15.0

15.0 이상

상압

128

112

12

12

64

54

(12시간후)

32

27

이상 미만

4.5～15.0

15.0 이상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3) 진공(26") 훈증

약 종 수용비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50%
미만 64 2 4.5 이상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해당사항 참조

(4) 인화늄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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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PH₃
약량
(g/㎥)

사용량
(정/㎥)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ppm) 온 도

(℃)

상대
습도
(%)

기압
3g
정제

0.6g
정제 72시간 120시간

인화늄

정 제
2.0 2.0정

10.0

정
120 225이상 50이상

10

이상

40

이상

상압

(주) ① 훈증후 24시간 이상 환기

② 투약후 72시간 까지는 50ppm 이하 되는 곳이 없을 것.

③ 밀폐시 습도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마. 곡식수시렁이가 감염된 종자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12시간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144
120
96
72
56
40

12
12
12
12
12
12

108
90
72
54
42
30

40
35
30
25
20
15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바. 내부 가해 해충에 감염된 밤 및 도토리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64
64
64
48

5
4
3
2
2

4.5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이상          

진공
16"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사. 내부가해 해충에 감염된 Kenaf, Hibiscus, Okra, 말린깍지 및 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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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막 또는 훈증상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 온 도
(℃)30분후 12시간 24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또는 32

12
24

36
24

17
-

-
10

이상 미만
4.5～15.0

32
또는 16

12
24

24
12

12
-

-
5

15.0이상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2) 진공(26"), Kenaf 및 Okra 종자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2 4.5 이상

(주) 수용비는 50% 이하임.

(3) 인화늄

약 종

PH3
약량

(g/㎥)

사용량 (정/㎥)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ppm) 온 도

(℃)3g정제 0.6g정제 72시간 120시간

인화늄

정 제
2.1 2.1정 10.5 정 120 225이상 50이상 10.0 이상

(주) ① 5ppm 이하의 측정값을 제외한 평균값이다.

② 밀폐되어 있을 때에는 상대습도는 40% 이상이어야 한다.

③ 24시간 동안 환기시켜야 한다.

아. Rosmarinus 종자(어린 Helicella spp. 또는 내부가해해충으로 감염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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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4 21.0이상 진공 26"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자. 침엽수(Picea spp, Pinus, Sylvestris, Pinus mugo 등)의 종자

(1) 외부가해해충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4
3.5
3
2.5
2.5

4.5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이상

상압

(주) ① 수용비는 30% 미만일것.

② 마른 종자의 훈증에 가습이 되면 안된다.

③ 24시간 이상 환기한다.

(2) 견과류, 내부가해해충 또는 단단하게 포장된 종자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4
3.5
3
2.5
2.5

4.5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이상

진공 26"

(주) ① 수용비는 50% 미만일 것.

② 프라스틱이나 불투과성 물질은 제거 또는 충분히 구멍이 있어야 함.

③ 젖은 종자는 약해를 입을 수 있다.

차. 종자심식충(Seed boring insect)에 감염된 Hevea brasiliensis(고무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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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0

2.5

2

2

15.0이상～ 21.0미만

21.0 " ～ 26.0 "

26.0이상

상 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카. Cryptophleia illepida(Koa seedworm)에 감염된 Macadamia nuts(종자)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56

48

40

32

2

2

2

2

4.5이상 ～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이상

상 압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타. 아보카도(과육을 제거한 종자)

ㅇ 아보카도종자바구미 등 내부가해 해충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64

64

64

48

32

5

4

3

2

2

2

4.5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 ～ 32.0 "

32.0 이상

진공 26"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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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기타 해충에 감염된 종자

(1) Bootanomyia spp.(Casuarina)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56 6 21.0 이상
진공
26"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2) Systole spp.(Umbelliferae)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5

4.5

4

3.5

3.5

4.5이상～ 10.0미만

10.0 " ～ 15.0 "

15.0 " ～ 21.0 "

21.0 " ～ 26.0 "

26.0 이상

진공 26"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3) Bruchophagus spp., Eurytoma spp.(Leguminosae = Fabaceae, 기타)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128 4 21.0 이상 진공 26"

(주) 번식용 식물의 MB 훈증소독시 주의사항 [T201-1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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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0 곡류 및 건조농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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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0 곡류 및 건조농산물

공통기준

식용의 경우 소독처리기준에 사용약제가 메칠브로마이드 또는 인화늄으로 되

어 있을 때는 인화늄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다만, 인화늄으로 훈증소독이 

어려운 온도조건․식물 및 해충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301. 곡류 등(곡류, 두류, 박류, 서류)

301-1. 곡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미곡, 밀, 보리, 호밀, 귀리, 맥아, 조 등(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

해동물(씨알선충은 제외)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25 28 30 20 22 24 15 16 18

0.30～0.49 28 32 35 23 25 27 17 19 20
0.5 이상 35 39 42 29 32 35 21 23 25

유 48
0.29이하 14 17 20 12 14 16 9 10 12

0.30～0.49 18 21 25 15 18 21 11 13 15
0.5 이상 21 26 30 17 21 24 13 15 18

72
0.29이하 14 17 19 11 13 15 8 9 11

0.30～0.49 18 21 24 14 17 20 10 12 14
0.5 이상 21 26 29 16 20 22 12 14 16

무

48
0.29이하 18 21 25 15 18 21 11 13 15

0.30～0.49 21 26 30 35 20 24 28 15 18
0.5 이상 25 30 35 20 24 28 15 18 21

72
0.29이하 18 21 24 14 17 20 10 12 14

0.30～0.49 21 26 29 16 20 22 12 14 16
0.5 이상 24 29 35 19 22 26 14 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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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곡식수시렁이가 부착된 것은 기준약량의 2배를 투약한다.

② 투약량은 100g을 최소단위로 하고 단수는 절상한다.

③ 온도의 측정 및 적용

㉮ 산  물 : 곡온을 측정하여 적용한다.

㉯ 포장물 : 고내 온도를 측정하여 적용한다.

④ 동일 더미내에 다수 곡종이 혼적 되었을 때에는 훈증소독 기준 약

량이 많은 피훈증물의 약량을 적용한다.

⑤ 가스침투용 보조파이프 설치

산물로된 곡류등을 육상등에서 천막소독하기 위하여 화물을 적재할 때에

는 가스침투용 보조파이프를 16m2마다 1개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보조파이프 규격 : 구경이 25mm 이상으로 1m 간격마다 사방 5mm

이상의 가스 분출구를 뚫을 것)

⑥ 투약호스 설치

사이로 이외의 장소에서 훈증 소독할 때에는 투약 호스의 분출구를 16㎡

당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

⑦ 가스농도측정 호스 설치

가. 가스농도측정 호스는 더미, 빈 또는 선창별로 상부 및 하부에 각각 

1개씩 설치한다. 다만 하부에 가스농도측정 호스의 설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상부에 1개씩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피훈증물이 포장된 경우에는 가스농도 측정호스를 포장내부에 설치

하여야 한다.

⑧ 공시충 투입

〇가 활용공시충 :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또는 어리쌀바

구미(Sitophilus zeamais)로서 활동력이 강한 공시충을 활

용한다.

〇나 투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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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이 로 : 기별로 상부와 하부의 공시충 투입구

- 기타장소 : 홀드 및 더미별로 상부 공간 또는 곡층(포장물) 사이

의 2개소에 투입한다.

〇다 공시충수

투입장소별로 각 20마리를 기준으로 한다.

〇라 공시충의 확인 및 투입

공시충은 방제기술자 또는 식물검역관의 확인후 입회하에 투입한다.

⑨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에서 훈증소독 할 때와 투약시의 온도(곡온,

고내온도)가 10℃ 미만일 때에는 약액이 완전 기화 되도록 기화기(가

온기)를 사용하여 투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선에서 투약 할 때에는 예

열 후 투약한다.

⑩ 분할투약

산물로 된 곡류 등을 본선에서 훈증소독할 때에는 투약량의 2/3를 투약

하고 2시간이 경과한후 잔량1/3을 투약하여야 하며, 분할투약시의 

소독처리기간은 전체 투약량의 2/3를 투약 완료한 시점부터 계산한다.

다만, 수용비가 0.5미만일 때에는 일시에 투약 할 수 있다.

⑪ 순환장치의 기준

순환장치는 투약 종료후 2시간 이내에 가스를 균일화 시킬수 있는 능

력을 갖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산물로된 곡류 등 소독의 경우는 사이로,

창고 또는 본선에 순환장치가 설치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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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25 20 15

0.30～0.49 28 23 17

0.5 이상 35 29 21

유 48

0.29이하 14 12 9

0.30～0.49 18 15 11

0.5 이상 21 17 13

72

0.29이하 14 11 8

0.30～0.49 18 14 10

0.5 이상 21 16 12

무

48

0.29이하 18 15 11

0.30～0.49 21 17 13

0.5 이상 25 20 15

72

0.29이하 18 14 10

0.30～0.49 21 16 12

0.5 이상 24 19 14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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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30 24 18

0.30～0.49 35 27 20

0.5 이상 42 35 25

유 48

0.29이하 20 16 12

0.30～0.49 25 21 15

0.5 이상 30 24 18

72

0.29이하 19 15 11

0.30～0.49 24 20 14

0.5 이상 29 22 16

무

48

0.29이하 25 21 15

0.30～0.49 30 24 18

0.5 이상 35 28 21

72

0.29이하 24 20 14

0.30～0.49 29 22 16

0.5 이상 35 26 19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 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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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된 부선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69 57 41

유 48 41 35 25

72 41 35 25

무
48 49 41 32

72 49 41 32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49 56 69 41 47 57 29 33 41

유 48 29 33 41 24 28 35 18 21 25

72 28 33 41 22 28 35 16 21 25

무
48 49 49 49 41 41 41 32 32 32

72 49 49 49 41 41 41 32 32 32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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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56 47 33

유 48 33 28 21

72 33 28 21

무

48 49 41 32

72 49 41 32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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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옥수수, 기장, 수수 등(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
브로마이
드

(CH₃Br)

24

0.29이하 28 32 35 23 25 27 17 19 20

0.30～0.49 32 35 38 26 28 32 19 21 23

0.5 이상 42 47 51 35 38 41 25 28 30

유 48

0.29이하 18 21 25 15 18 21 11 13 15

0.30～0.49 21 26 30 17 21 24 13 15 18

0.5 이상 28 35 39 23 27 32 17 21 24

72

0.29이하 18 21 24 14 17 20 10 12 14

0.30～0.49 21 26 29 16 20 22 12 14 15

0.5 이상 27 33 38 21 25 30 15 19 22

무

48

0.29이하 21 26 30 17 21 24 13 15 18

0.30～0.49 28 35 39 23 27 32 17 21 24

0.5 이상 35 42 49 29 35 41 21 26 30

72

0.29이하 21 26 29 16 20 22 12 14 16

0.30～0.49 27 33 38 21 25 30 15 19 22

0.5 이상 35 41 48 27 32 38 19 23 27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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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28 23 17

0.30～0.49 32 26 19

0.5 이상 42 35 25

유 48

0.29이하 18 15 11

0.30～0.49 21 17 13

0.5 이상 28 23 17

72

0.29이하 18 14 10

0.30～0.49 21 16 12

0.5 이상 27 21 15

무

48

0.29이하 21 17 13

0.30～0.49 28 23 17

0.5 이상 35 29 21

72

0.29이하 21 16 12

0.30～0.49 27 21 15

0.5 이상 35 27 19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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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35 27 20

0.30～0.49 38 32 23

0.5 이상 51 41 30

유 48

0.29이하 25 21 15

0.30～0.49 30 24 18

0.5 이상 39 32 24

72

0.29이하 24 20 14

0.30～0.49 29 22 15

0.5 이상 38 30 22

무

48

0.29이하 30 24 18

0.30～0.49 39 32 24

0.5 이상 49 41 30

72

0.29이하 29 22 16

0.30～0.49 38 30 22

0.5 이상 48 38 27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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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된 부선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83 67 49

유 48 55 45 35

72 55 45 35

무
48 66 54 41

72 66 54 41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59 68 83 48 55 67 35 40 49

유 48 39 45 55 32 37 45 24 28 35

72 38 45 55 30 37 45 22 28 35

무
48 66 66 66 54 54 54 41 41 41

72 66 66 66 54 54 54 41 41 41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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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68 55 40
유 48 45 37 28

72 45 37 28

무 48 66 54 41
72 66 54 41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모밀(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42 47 51 35 38 41 25 28 30
0.30～0.49 49 54 59 40 44 48 29 32 35
0.5 이상 56 62 67 45 50 54 33 37 40

유 48
0.29이하 28 35 39 23 27 32 17 21 24
0.30～0.49 35 42 49 29 35 41 21 26 30
0.5 이상 42 51 59 35 41 48 25 30 35

72
0.29이하 28 35 39 23 27 32 17 21 24
0.30～0.49 35 42 49 29 35 41 21 26 30
0.5 이상 42 51 59 35 41 48 25 30 35

무

48
0.29이하 35 42 49 29 35 41 21 26 30
0.30～0.49 42 51 59 35 41 48 25 30 35
0.5 이상 49 59 69 40 48 56 29 35 41

72
0.29이하 35 42 49 29 35 41 21 26 30
0.30～0.49 42 51 59 35 41 48 25 30 35
0.5 이상 49 59 69 40 48 56 29 35 41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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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42 35 25

0.30～0.49 49 40 29

0.5 이상 56 45 33

유 48

0.29이하 28 23 17

0.30～0.49 35 29 21

0.5 이상 42 35 25

72

0.29이하 28 23 17

0.30～0.49 35 29 21

0.5 이상 42 35 25

무

48

0.29이하 35 29 21

0.30～0.49 42 35 25

0.5 이상 49 40 29

72

0.29이하 35 29 21

0.30～0.49 42 35 25

0.5 이상 49 40 29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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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51 41 30

0.30～0.49 59 48 35

0.5 이상 67 54 40

유 48

0.29이하 39 32 24

0.30～0.49 49 41 30

0.5 이상 59 48 35

72

0.29이하 39 32 24

0.30～0.49 49 41 30

0.5 이상 59 48 35

무

48

0.29이하 49 41 30

0.30～0.49 59 48 35

0.5 이상 69 56 41

72

0.29이하 49 41 30

0.30～0.49 59 48 35

0.5 이상 69 56 41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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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된 부선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87 70 51
유 48 59 48 35

72 59 48 35

무 48 71 58 43
72 71 58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62 71 87 50 58 70 37 42 51
유 48 42 49 59 35 40 48 25 29 35

72 41 49 59 32 40 48 23 29 35

무 48 71 71 71 58 58 58 43 43 43
72 71 71 71 58 58 58 43 43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71 58 42
유 48 49 40 29

72 49 40 29

무 48 71 58 43
72 71 58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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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2. 두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완두․녹두 등(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1-가-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컨테이너.상옥.야적장.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 본선 . 상옥 . 야적장 .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1-가-2)-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다)의 소독기준 적용

나. 대두, 팥, 강낭콩 등(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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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32 35 38 26 28 31 19 21 23

0.30～0.49 35 39 42 29 32 35 21 23 25

0.5 이상 49 54 59 40 44 48 29 32 35

유 48

0.29이하 21 26 30 17 21 24 13 15 18

0.30～0.49 25 30 35 20 24 28 15 18 21

0.5 이상 35 42 49 29 35 41 21 26 30

72

0.29이하 21 26 29 16 20 22 12 14 16

0.30～0.49 24 29 35 19 22 26 14 16 19

0.5 이상 35 41 48 27 32 38 19 23 27

무

48

0.29이하 25 30 35 20 24 28 15 18 21

0.30～0.49 35 42 49 29 35 41 21 26 30

0.5 이상 49 59 69 40 48 56 29 35 41

72

0.29이하 24 29 35 19 22 26 14 16 19

0.30～0.49 35 41 48 27 32 38 19 23 27

0.5 이상 48 57 67 37 44 52 26 32 37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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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32 26 19

0.30～0.49 35 29 21

0.5 이상 49 40 29

유 48

0.29이하 21 17 13

0.30～0.49 25 20 15

0.5 이상 35 29 21

72

0.29이하 21 16 12

0.30～0.49 24 19 14

0.5 이상 35 27 19

무

48

0.29이하 25 20 15

0.30～0.49 35 29 21

0.5 이상 49 40 29

72

0.29이하 24 19 14

0.30～0.49 35 27 19

0.5 이상 49 37 26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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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38 31 23

0.30～0.49 42 35 25

0.5 이상 59 48 35

유 48

0.29이하 30 24 18

0.30～0.49 35 28 21

0.5 이상 49 41 30

72

0.29이하 29 22 16

0.30～0.49 35 26 19

0.5 이상 48 38 27

무

48

0.29이하 35 28 21

0.30～0.49 49 41 30

0.5 이상 69 56 41

72

0.29이하 35 26 19

0.30～0.49 48 38 27

0.5 이상 67 52 37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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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확인된 부선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83 67 49
유 48 59 48 35

72 59 48 35

무 48 71 58 43
72 71 58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59 68 83 48 55 67 35 40 49
유 48 42 49 59 35 40 48 25 29 35

72 41 49 59 32 40 48 23 29 35

무 48 71 71 71 58 58 58 43 43 43
72 71 71 71 58 58 58 43 43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68 55 40
유 48 49 40 29

72 49 40 29

무 48 71 58 43
72 71 58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301-3. 박류, 분상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박류, 분상류(펠렛, 케이크류 포함)에 부착된 유해동물



- 952 -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42 47 51 34 38 41 25 28 30

0.30～0.49 49 54 59 40 44 48 29 32 35

0.5 이상 56 62 67 45 50 54 33 37 40

유 48

0.29이하 28 35 39 23 27 32 17 21 24

0.30～0.49 35 42 49 29 35 41 21 26 30

0.5 이상 42 51 59 35 41 48 25 30 35

72

0.29이하 28 35 39 23 27 32 17 21 24

0.30～0.49 35 42 49 29 35 41 21 26 30

0.5 이상 42 51 59 35 41 48 25 30 35

무

48

0.29이하 35 42 49 29 35 41 21 26 30

0.30～0.49 42 51 59 35 41 48 25 30 35

0.5 이상 49 59 69 40 48 56 29 35 41

72

0.29이하 35 42 49 29 35 41 21 26 30

0.30～0.49 42 51 59 35 41 48 25 30 35

0.5 이상 49 59 69 40 48 56 29 35 41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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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42 35 25

0.30～0.49 49 40 29

0.5 이상 56 45 33

유 48

0.29이하 28 23 17

0.30～0.49 35 29 21

0.5 이상 42 35 25

72

0.29이하 28 23 17

0.30～0.49 35 29 21

0.5 이상 42 35 25

무

48

0.29이하 35 29 21

0.30～0.49 42 35 25

0.5 이상 49 40 29

72

0.29이하 35 29 21

0.30～0.49 42 35 25

0.5 이상 49 40 29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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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환
장치
유무

소독

시간

수용비

(M/T/㎥)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0.29이하 51 41 30

0.30～0.49 59 48 35

0.5 이상 67 54 40

유 48

0.29이하 39 32 24

0.30～0.49 49 41 30

0.5 이상 59 48 35

72

0.29이하 39 32 24

0.30～0.49 49 41 30

0.5 이상 59 48 35

무

48

0.29이하 49 41 30

0.30～0.49 59 48 35

0.5 이상 69 56 41

72

0.29이하 49 41 30

0.30～0.49 59 48 35

0.5 이상 69 56 41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2) 산물로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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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 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24 87 70 51
유 48 59 48 35

72 59 48 35

무
48 71 58 43
72 71 58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나)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도 및 창고의 등급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1급 2급 3급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59 68 83 48 55 67 35 40 49

유 48 42 49 59 35 40 48 25 29 35

72 41 49 59 32 40 48 23 29 35

무
48 71 71 71 58 58 58 43 43 43

72 71 71 71 58 58 58 43 43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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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순 환
장 치
유 무

소 독

시 간

약 량 (g/㎥)

온 도

10℃ 미만 10℃ 이상
20℃ 미만 20℃이상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71 58 42

유 48 49 40 29

72 49 40 29

무
48 71 58 43

72 71 58 43

(주) T301-1-가-1)-가)의 (주) 참조 

301-4. 서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타피오카 (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1-가-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1-가-2)-나)의 소독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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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다)의 소독기준 적용

301-5. 곡류 등(곡류, 두류, 박류, 서류)의 인화늄정제 훈증소독

가. 곡류, 두류, 박류, 서류에 부착된 유해동물(곡식수시렁이 및 씨알선충은 제외)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약 종
창고
등급

PH3

약량

(g/㎥)

사용량(정/㎥) 온 도
(℃) 훈증시간

3g정제 0.6g정제 

인화늄

정  제

1급 0.5 0.5정 2.5정 5.0이상～10.0미만 7일간

2급 0.75 0.75 3.75 10.0〃  ～20.0〃   6일간

3급 1.0 1 5 20.0이상 5일간

(주) ① 온도는 고내온도 기준

② 온도가 5℃ 미만일 경우에는 훈증효과가 떨어짐

③ 투약방법은 약제를 통로 또는 마대 위에 균등히 놓을 것.

④ 0.6g 정제를 사용할 때에는 훈증시간을 24시간 단축할 수 있다.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5-가-1)-가)의 창고등급 1급 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5-가-1)-가)의 창고등급 3급 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시설로 확인된 사이로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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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창고

등급

PH3
약량

(g/㎥)

사용량(정/㎥) 온 도

(℃)
훈증시간

3g정제 0.6g정제

인화늄

정 제

1급 1.2 1.2정 6정
5.0이상～ 7.0미만

7.0 " ～10.0

10.0 " ～15.0

15.0 " ～20.0

20.0 이상

8일간

7일간

6일간

5일간

4일간

2급 1.5 1.5 7.5

3급 2.0 2 10

(주) ① 온도가 5oC 미만일 경우에는 훈증효과가 떨어짐.

② 투약방법은 약제를 자동투입기로 균등하게 혼입시킬 것이며, 손으

로  투약할 경우에는 곡층의 두께 50cm 또는 그 이하로 약제를 균

등하게 혼입 시킬 것.

③ 곡층 상부공간에는 1㎥당 0.5g을 곡층 표면에 균등히 배치시킨다. 다

만, 수용비가 50%이하인 경우는 공간용적 1㎥당 0.5g으로 한다.

④ 0.6g 정제를 사용할 때에는 훈증시간을 24시간 단축할 수 있다.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5-가-2)-가)의 사이로 등급  2급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5-가-2)-가)의 사이로 등급  3급기준 적용

301-6. 씨알선충과 각종 유해식물이 부착된 곡류 등(곡류, 두류, 박류, 서류)의 건열처리

처리온도 처리시간 비 고

100℃ 이상 1 시간 처리온도까지 올라간 시점부터

처리시간 계산90℃ 이상 2 시간

301-7. 곡류의 마그네슘포스파이드정제 훈증소독

가. 미곡, 밀, 보리, 호밀, 귀리, 맥아, 조 등(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

해동물(곡식수시렁이 및 씨알선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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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약 종 창고
등급

PH3 약량
(g/㎥)

사용량(정/㎥) 온 도
(℃) 훈증시간3g정제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정제

1급 0.5 0.5정 5.0이상～10.0미만 7일간

2급 0.75 0.75 10.0〃 ～20.0〃   6일간

3급 1.0 1 20.0이상 5일간

(주) ① 온도는 고내온도 기준

② 온도가 5℃ 미만일 경우에는 훈증효과가 떨어짐

③ 투약방법은 약제를 통로 또는 마대 위에 균등히 놓을 것.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7-가-1)-가)의 창고등급 1급 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7-가-1)-가)의 창고등급 3급 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시설로 확인된 사이로 훈증소독

약 종 창고
등급

PH3 약량
(g/㎥)

사용량(정/㎥) 온 도
(℃) 훈증시간

3g정제

마그네슘
포스파이드
정제

1급 1.2 1.2정
5.0이상～ 7.0미만

7.0 " ～10.0

10.0 " ～15.0

15.0 " ～20.0

20.0 이상

8일간

7일간

6일간

5일간

4일간

2급 1.5 1.5

3급 2.0 2

(주) ① 온도가 5oC 미만일 경우에는 훈증효과가 떨어짐.

② 투약방법은 약제를 자동투입기로 균등하게 혼입시킬 것이며, 손으

로  투약할 경우에는 곡층의 두께 50cm 또는 그 이하로 약제를 균

등하게 혼입 시킬 것.

③ 곡층 상부공간에는 1㎥당 0.5g을 곡층 표면에 균등히 배치시킨다. 다

만, 수용비가 50%이하인 경우는 공간용적 1㎥당 0.5g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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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7-가-2)-가)의 사이로 등급  2급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7-가-2)-가)의 사이로 등급 3급기준 적용

T302. 건조농산물(건과류, 건채류, 섬유류, 유료류, 한약재, 기호 및 향신료)

302-1. 건과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건과류(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1-가-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

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1-가-2)-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다)의 소독기준 적용

302-2. 건채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고추 등 건채류(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1-가-1)-가)의 소독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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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

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1-가-2)-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다)의 소독기준 적용

302-3. <삭  제>

302-4. 유료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코푸라(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1-가-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

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1-가 -2)-나 )의 소독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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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 -2)-다 )의 소독기준 적용

나. 깨, 면실, 아마실, 해바라기씨, 유채씨 등(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2-나-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2-나-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2-나-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2-나-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2-나-2)-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2-나-2)-다)의 소독기준 적용

다. 아주까리(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1-다-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다-1)-나)의 소독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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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다-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다-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1-다-2)-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다-2)-다)의 소독기준 적용

302-5. 한약재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건조한 한약재 (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 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1-가-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1-가-2)-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다)의 소독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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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6. 기호 및 향신료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커피두, 코코아두, 후추, 잎담배 등 기호 및 향신료(분상 및 박상은 제외)에

부착된 유해동물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1-가-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

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1-가-2)-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1-가-2)-다)의 소독기준 적용

302-7. 건조농산물(건과류, 건채류, 섬유류, 유료류, 한약재, 기호 및

향신료)의 인화늄 훈증소독

가. 건조 농산물(건과류, 건채류, 섬유류, 유료류, 한약재, 기호 및 향신료)에 

부착된 유해동물(곡식수시렁이는 제외)

1) 포장된 것

가) 훈증창고로 확인 받은 창고 훈증소독

T301-5-가-1)-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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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301-5-가-1)-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5-가-1)-다)의 소독기준 적용

2) 산물로 된 것

가)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사이로 훈증소독

T301-5-가-2)-가)의 소독기준 적용

나) 훈증시설로 확인 받은 부선 훈증소독

T301-5-가-2)-나)의 소독기준 적용

다) 본선, 컨테이너, 상옥, 야적장, 훈증시설로 미확인된 부선 훈증소독

T301-5-가-2)-다)의 소독기준 적용 

303. 곡류, 건조농산물(건과류, 건채류, 유료류, 한약재, 기호 및 향신료)의 건열소독

○ 10kg이하의 곡류, 건조농산물에 부착된 해충에 대한 건열처리

처리온도 처리시간 비   고

55℃ 20분이상
처리온도까지 올라간 시점부터

처리시간 계산

※ 건열소독으로 품질손상, 열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입자 또

는 대리인의 소독처리동의서 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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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00 목재 및 죽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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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400. 목재 및 죽재류

400-1. 목재류 및 죽재류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

가. 목재류 및 죽재류에 부착된 유해동물

약 종
소독
구분

수 종
온 도
(℃)

소독처리시간별 약량
(g/㎥)

24시간 48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본선

훈증

나왕재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25
32
45

-
-
32

나왕재
이외

10이상
10미만 5이상
5미만

33
49
73

-
-
49

천막

훈증

나왕재
15이상
15미만 5이상
5미만

33
49
73

-
-
49

나왕재
이외

15이상
15미만 5이상
5미만

33
49
-

-
-
73

※ 온도적용

1. 본선소독 : 투약 시 선창 내 온도적용

2. 천막소독(부선, 컨테이너포함) : 투약 시 햇볕이 쪼이지 않는 면의 지상에서 

1.5m 높이의 천막내 또는 부선․컨테이너 내 온도 적용

※ 최종가스농도 기준

1. 본선소독 : 15g/㎥이상

2. 천막소독 : 24시간 처리 시 15g/㎥이상, 48시간 처리 시 12g/㎥이상(제재목의 

경우 10g/㎥이상)

※ 투약량은 100g을 최소단위로 하고 단수는 절상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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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역 및 소독제한

〇가 결빙된 원목은 약제가 침투될 수 있도록 해빙된 후에 소독을 실시한다.

〇나 북위 35도선 이상 지역(미국, 러시아, 카나다 등)에서 생산되어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전용선박 또는 컨테이너로 수입되는 원목이 

결빙된 경우 해빙될 때까지 검역 및 소독을 보류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

은 방제기술자가 결빙여부를 확인하여 투약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검역 및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〇ⅰ 제한기간 중 월평균 최저기온이 -1℃ 이상 지역에서 생산된 원목을 국

내소독처리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지에서 훈증소독 처리하고 그 내

용(소독처리 시 온도, 시간, 약제명, 약량)을 명기한 “수출국 검역증명

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첨부하여 수입하는 경우

〇ⅱ 국내 소독처리 기준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산지에서 수몰소독을 실시하

였거나 또는 국내 도착후 수몰소독을 실시하는 경우(생산지 소독 시는 

상기 〇ⅰ호와 같이 소독사항을 명기한 수출국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〇ⅲ 결빙되어 소독제한 중인 원목이 기온상승 등으로 해빙되어 수입자의 요청

에 의해 결빙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빙되었을 경우

〇ⅳ 생산지에서 결빙되지 않는 원목을 항해 중 또는 도착 후 결빙되지 않도

록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송 후 컨테이너에서 직접 소독을 실시하거나 

창고 내에 적재하여 결빙되지 않은 경우

② 더미크기 제한

천막훈증소독을 실시할 때에는  1더미의 크기를 2,000㎥ 이하(다만, 다른 작

업에 지장이 없고 바닥이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 지반으로 양호하며 가스누출,

붕괴위험 등 위해방지 대책 및 소독효과에 방제기술자가 수입자 등의 확인을 받

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음)로 적재하여야 한다.

③ 천막훈증 시 계수 적용 및 용적 산출

〇가 계수적용

〇ⅰ 원목 : 천막형태에 따라 “0.7～1.0”의 계수를 적용하며 계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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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0.8 0.9 1.0

〇ⅱ 각 재

- 천막 형태가 원목과 같을 경우 원목에 준함.

- 사각으로 적재되었을 경우에는 “1”의 계수적용.

〇나 용적산출

용적산출은 가로의 평균×세로의 평균×최고높이×계수에 의한다.

④ 기화 후 투약

투약 시의 온도(본선 소독시는 선창내 온도, 천막․부선 소독 시는 천막 내 

또는 부선 내 온도)가 10℃ 미만일 때에는 약액이 완전 기화 되도록 기화기를 사용

하여 투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선에서 투약할 때에는 예열 후 투약한다.

⑤ 가스침투용 보조파이프 설치

목재의 천막훈증소독을 할 때에는 투약호스 분출구는 500㎥당 1개 이상

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가스농도 측정호스

가스농도 측정호스는 상부, 중부, 하부에서 외부까지 투약호스 반대쪽에 각 1개 이

상 설치한다. 다만, 컨테이너 경우에는 상부 또는 중부에 1개 이상 설치한다.

400-2. 목재류에 부착된 유해동물

가. 수몰기간

수몰기간은 저목장에 반입이 완료된 일로부터 30일간 실시한다.

나. 수피제거 및 처리

저목장에 반입된 원목은 반입 후 7일 이내에 부상부위의 수피를 제거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다. 약제살포

부상 부위의 약제 살포는 완전 박피 후 2회 실시하되 제 1회는 박피 완료 후 3

일 이내에 실시하고 제 2회는 제 1회 약제살포후 10일 이후 15일 이내에 실시



- 970 -

한다.

(단, 일기불순, 결빙, 적설 등으로 약제 살포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약제 

살포시한을 조정할 수 있음)

라. 수몰소독 시 부상부위 약제살포 기준

품 명
주성분

규 격

희석

배수

1㎡
(1회) 액제살포조건

살포량 살포 살포시기 기타조건

클로르

피리포

스수화제

또는

팬치온

유제

25%

50%

500

배액
200㎖

제1회

살포

완전박피

완료후 3일

이내실시

◦부상부위 완전박피후 약
제살포
◦약제살포는 약제희석후
1시간이내에실시
(약제희석후 경과시간이
길수록약효저하)
◦바닷물도 희석 가능하나
약제희석시전착제첨가

제2회

살포

제1회살포

후10일이

후15일이

내실시

마. 약량산출은 실측한 부상부위 표면적 또는 목재 1㎥당 2.3356㎡로 환산한 

면적에 ㎡당 약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400-3. 목재류 등에 대한 해충 비산방지를 위한 약제살포

가. 목재류

클로르피리포스수화제(500배액), 팬치온유제(500배액)를 적재 목재류의 노출 

표면적 상부, 양측면 1㎡당 200㎖ 이상 살포 

나. 수송차량, 저목장, 작업장소

목재 방제약제액을 충분히 묻도록 골고루 살포한다.

401. 목재포장재

가. 메칠브로마이드 훈증소독(내외부에 부착된 유해동물)

처리
온도

투약량
(g/㎥) 최저농도(g/㎥) 최저

CT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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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CT적은 소독처리 기간 동안의 농도(g/m3)와 시간(h) 적(Product)의 합계임( 예시)

= C0 + 2C2 + 11C4 + 10C24

주2) 목재포장재 단면의 두께가 200mm 미만인 경우만 훈증

나. 열처리(HT : 내외부에 부착된 유해동물)

2시간 4시간 24시간

21℃이상 48 36 31 24 650

16℃이상 56 42 36 28 800

10℃이상 64 48 42 32 900

(2-0)×
C2+C0

+(4-2)×
C4+C2

+(24-4)×
C24+C4

2 2 2

적용 대상 처리시간 및 온도 비고

목재중심부 56℃이상 30분 이상

국 가 식 물 검 역 기 관

(NPPO)에 등록된 시

설에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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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0 잡 화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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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500. 잡 화 류

500-1. 볏짚, 왕겨 및 보리짚

가. MB(상압) - 훈증상 또는 천막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30분후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24
24
24

48
36
30

25
20
15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이상  

나. MB 진공(26")훈증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80 2.5
이상   미만
4.5 ～ 10.0

56 2.5 10.0 ～ 15.0

40 2.5 15.0 이상 

(주) 소량(11.5kg 이하)은 건열처리 100℃에서 1시간 동안 할 수 있다.

500-2. 짚자리, 볏짚이용재료, 나뭇잎 등

가. 짚자리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48

40

24

24

24

48

36

30

25

20

15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이상  

상 압

나. 거적 등 섬유제품 및 볏짚 이용재료, 나뭇잎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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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품(Novelties)

ㅇ건열처리 : 82.2～93.3℃에서 2시간 동안 건열처리 한다.

ㅇ증열처리 

온 도 압 력 처 리 시 간

126.7℃ 9.0kg(20 lbs) 15분

121.1℃ 6.8kg(15 lbs) 20분

(주) 압력이 6.8～9.0kg에 도달 할 때까지 진공 28"에서 증기를 가하고

15～20분간 유지한다.

ㅇ MB : T500-1에 의한다.

2) 거적, 자리, 가마니, 나뭇잎 등

ㅇ MB 훈증상 또는 천막훈증 : T500-1-가에 준한다.

ㅇ MB 진공(26")훈증 : T500-1-나에 준한다.

500-3. 건조표본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이상 상압

500-4. 식물의 분쇄물(곡식수시렁이 이외의 해충)

가. 메칠브로마이드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80

64

48

24

24

24

60

48

36

27

25

18

이상 미만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나. 인화늄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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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PH₃약량
(g/㎥)

사용량 (정/㎥) 처리
시간

온 도
(℃) 기 압

3g 정제 0.6g 정제

인화늄정제 2.5 2.5정 12.5정 7 일
5 일

이상 미만
15.0～25.0
25.0 이상

상 압

500-5. 철도화물차

가. Pectinophora gossypiella(pink bollworm), 과실파리, 빈차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g/㎥) 온 도
(℃) 기 압

30분후 1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64 12 48 28 4.4 이상 상 압

또는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3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128 3 96 62 4.4 이상 상 압

나.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khapra beetle)]

(1) 차를 씌운 천막소독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1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144
120
96
72
56
40

12
12
12
12
12
12

108
90
72
54
42
30

40
35
30
25
20
15

이상 미만
4.0 ～ 10.0
10.0 ～ 15.0
15.0 ～ 20.0
21.0 ～ 26.0
26.0 ～ 32.0
32.0 이상

상 압

500-6.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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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팽이가 감염된 선창, 비식물성 화물이 들어 있는 경우

(1) Achatina fulica(giant African snail)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1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128 12 96 35 12.0 이상 상 압

(2) Cochilcella, Helicella, Monacha spp.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7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128 72 95 40 12.0 이상 상 압

(3) Theba pisana(White graden snail), Helix spp., Otala spp., Succinea horticola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30

분후
10
시간

16
시간

24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128

96

96

24

16

10

96

70

70

-

-

40

-

40

-

39

-

-

이상 미만

4.0～12.0

12.0～26.0

26.0 이상

상압

나. 곡식수시렁이[Trogoderma granarium(Khapra beetle)]가 있는 경우

(1) 밀가루와 같은 미세가루와 자루 같은 것으로 빽빽하게 포장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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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이 없는 선창과 저장창고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12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144
120
96
72
56
40

12
12
12
12
12
12

108
90
72
54
42
30

40
35
30
25
20
15

이상 미만
4.0～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 압

(2) 밀가루와 같은 미세가루와 자루 같은 것으로 빽빽하게 포장된

화물이 들어 있는 선창과 저장창고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30
분후

24
시간

28
시간

32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192
192
192
129
96
64

32
28
24
24
24
24

144
144
144
96
72
48

-
-
50
35
30
25

-
50
-
-
-
-

50
-
-
-
-
-

이상 미만
4.0～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 이상

상압

500-7. 곡물 수송용 선박의 빈 선창 예방소독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
16
16

12
12
10

4.0이상 ～ 10.0미만
10.0 " ～ 15.0
15.0 이상

상 압

(주) ① 가스가 주입되는 동안과 그후 30분 동안 팬을 작동한다.

투약기간동안 매 3시간 마다 30분씩 팬을 작동한다.

② 곡식수시렁이(Khapra beetles)가 있으면 T500-5. 나 참조

500-8. 사용중인 농기구, 건설장비 및 컨테이너(감자씨쓰트선충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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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농도
(g/㎥) 온 도

(℃)
기 압

30분후 24시간 48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240
128

24
48

180
100

120
75

-
50

15.5 이상 상 압

(주) 훈증상 또는 천막훈증 

500-9. 포대(Bags), 바구니(Baskets) 및 곡물줄기, 옥수수 속대(Corn Cob), 솔방울(Pine

Cones)로 제조된 것 

가. 열처리 : 85℃에서 8시간을 건열처리 한다.

나. MB : T500-1에 준한다.

500-10. 자루 조각(Bagging Scraps)

가. 열처리 : 95℃에서 48시간을 건열처리 한다.(선적후 90일까지 저장 되는 것)

나. MB : T500-1에 준한다.

500-11. 죽재 소품(Bamboo), 줄기(Cane : 사탕수수처럼 속이 비고

마디가 있는 줄기), 등나무줄기(rattan)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 온 도

(℃)
기 압

30분후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72
64
56
48

24
24
24
24

54
48
42
36

36
32
28
24

이상 미만
6.0～10.0
10.0～15.0
15.0～21.0
21.0 이상

상 압

500-12. 나무껍질과 목재로 제조된 사진첩(Pictures)등 

가. 열처리 : 74℃에서 8시간을 건열처리 한다.

나. MB처리 : T500-1에 준한다.

500-13. 기장비(Broom millet)등 빗자루

가. 열처리 : 85℃에서 8시간을 건열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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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MB

약    종
약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g/㎥) 온  도

(℃)

기 압

30분후 24시간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144

96

56

24

24

24

112

80

40

48

42

25

이상  미만 

5.0～10.0

10.0～15.0

15.0 이상  

상 압

96

80

56

2.5

2.5

2.5

이상  미만  

5.0～10.0

10.0～15.0

15.0 이상  

진 공

15"

500-14. Alph(alfa) grass, (Stipa tenacissima, Ampelodesma mauriticus)

Harmolita spp.(joint worms)

가. 훈증상 

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72

56

40

32

32

32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 이상   

상 압

나. 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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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종 약량(g/㎥) 처리시간 온 도(℃) 기 압

메칠브로마이드

(CH₃Br)

80.0

56.0

40.0

2.5

2.5

2.5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 이상

진공 26"

500-15. 비식물성 화물에 부착된 개미류

약 종
약 량

(g/㎥)

처리

시간

투약후 최저가스

농도 (g/㎥) 온 도

(℃)
기압

30

분후

2.5

시간

3

시간

3.5

시간

4

시간

메칠

브로마이드

(CH₃Br)

48

48

48

48

40

32

4

3.5

3

2.5

2.5

2.5

36

36

36

96

30

24

-

-

-

24

24

16

-

-

24

-

-

-

-

24

-

-

-

-

24

-

-

-

-

-

이상 미만

4.5～10.0

10.0～15.0

15.0～21.0

21.0～26.0

26.0～32.0

32.0이상

상압

※ 기타 해충류는 T400-1. 가. 목재류 및 죽재류에 부착된 유해동물 기준을 적

용한다.



- 981 -

T600 식물병(선충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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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00 식물병(선충류 포함)

공통기준

1. 온탕침지 소독 방법 

① 온탕침지 처리 시설

○ 고정식(batch system) 또는 일정 속도로 조절되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용

하여 침지된 상태의 식물체를 이동시키는 순환식(continuous flow

system) 처리시설이어야 한다.

○ 온탕의 물은 펌프로 순환되어 고르게 기준온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물 온도는 자동온도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디지털로 온도가 표시되는 

장치이어야 한다.

② 온도센서

○ 온도센서는 고정식의 경우 2개(측정위치는 바닥으로부터 1/3지점 및 

식물체사이)를 순환식의 경우 10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온도계(온도센서)의 정확도는 기준온도 ±0.3℃이어야 한다.(표준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오차를 보정)

○ 표준온도계는 매년 공인된 검정기관에서 검정된 온도계(정확도 ±0.

1℃)를 이용한다.

○ 각 온도계(온도센서)별 소독시간과 온도를 기록할 수 있는 자동온도 기록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온탕침지 처리 방법

○ 온탕침지처리는 기준온도에 도달하여 지정된 시간동안 처리되어야 한다.

○ 소독대상 식물 또는 부위는 반드시 수면 10cm아래 잠겨야 한다.

④ 소독대상품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

○ 가능한한 온탕침지 처리 전 식물체를 상온에서 12~24시간 보관하거나 2

1℃ 예열하여 처리한다.

○ 처리가 종료된 후에는 별도의 급속 냉각 없이 상온에 보관하여야 하며 

냉수냉각을 할 경우 수온은 21℃이상이어야 한다.

※ 급속한 온도변화에 따른 식물의 피해 방지가 목적이므로 별도의 소독 

전․후 처리방법이 있는 경우는 별도 방법에 따름

600-1. 포대 및 포장재료 덮개의 소립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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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포대 및 포장재료 덮개의 

소립곡물

(1) 온탕침지              

끓는 100℃ 약간 아래의  

물에서 1시간 담근다.

또는

(2) 115.6℃에서 10분간    

증열처리{포장 재료는    

4.53kg(10파운드)압력에서

20분간 증열처리}

또는

(3) 100℃에서 1시간건열처리

다만, 소량화물에 한한다.

600-2. 포대 및 포장재료 덮개의 Flag smut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포대 및 포장재료 덮개의 

Flag Smut

(1)100℃에서 1시간 건열처리

다만, 소량화물에 한한다.

또는

(2) 4.4℃에서 4.53kg(10파

운드)의 압력으로 20분

증열처리

600-3. 볏짚, 겨, 볏짚으로 만든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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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볏짚, 겨, 볏짚으로 만든 

재료

볏짚으로 만든 비(Rice straw
broom)
ㅇ77℃에서 4.5시간 건열처리

볏짚으로 만든 장식품(Rice
straw novelties)

(1) 82.3～93.4℃에서 2시간 
건열처리
또는

(2) 9.0kg(20Lbs) 압력에서
15분간 증열처리
또는

(3) 6.7kg(15Lbs) 압력에서  
20분간 증열처리

ㅇ이 온도
에 도달
하는데 
는 2시 
간 정도
가 소요  
된다.

600-4.볏짚, 겨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볏짚, 겨

(1)치밀하게 포장된 볏짚과 겨 

ㅇ진공 28"에서 압력이   

4.5kg(10Lbs)에 도달할 

때까지 증기를 도입하고

20분간 유지한다.

(2) 느슨한 볏짚과 겨

ㅇ진공 28"에서 압력이

9.1kg(20Lbs)에 도달할

때까지 증기를 도입하고

126℃에서 10분간 유지

한다.

(또는 4.5kg(10Lbs)와

116℃에서 20분간)

600-5.Allium spp., Ditylenchus dipeac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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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Allium spp, Ditylenchus dipeaci

Amaryllis Ditylenchus dipsaci

Bulbs Ditylenchus destructor

Bulbs Ditylenchus dipsaci

24℃의 물에 구근을 2시간 

먼저 담그고 43.5～44℃에서

4시간 담근다.

600-6. Achimenes, Meloidogyne spp. 등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Achimenes, Meloidogyne spp.
Actinidia, Meloidogyne spp.
Agapanthus, meloidogyne spp.
Aloe, Meloidogyne spp.
Amorphophallus(tubers),
Meloidogyne spp.

Ampelopsis, meloidogyne spp.
Anchuse, Meloidogyne spp.
Anchus, Pratylenchus spp.
Anemone, Meloidogyne spp.
Astilbe
Meloidogyne spp.
Pratylenchus spp.

Begonia, Meloidogyne spp(tubers)
Bletilla hyacinthina,
Meloidogyne spp.

Bulbs
Meloidogyne spp.

Burbidgea(tubers),
Meloidogyne spp

48℃의 뜨거운 물에 30
분간 담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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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Cactus, Meloidogyne spp.
Calliopsis, Meloidogyne spp.
Campannula, Meloidogyne spp.
Cestrum, Meloidogyne spp.
Cissus, Meloidogyne spp.
clematis, Meloidogyne spp.
Clematis, Praylenchus spp.
Corytholoma, Meloidogyne spp.
Curcuma, Meloidogyne spp.
Cyclamen, Meloidogyne spp.
Cytisus, Meloidogyne spp.
Dahlia(tubers), Meloidogyne spp.
Dicentra, Pratylenchus spp.
Dracaena, meloidogyne spp.
Epimedium pinnatum(다른품종제외)
Meloidogyne spp.
Euonymus alata(only),
Meloidogyne spp.
Eupatorium, Meloidogyne spp.
Euphorbia, Meloidogyne spp.
Fragaria, Meloidogyne spp.
Gardenia, Meloidogyne spp.
Gardenia, Pratylenchus
Gentiana, Meloidogyne spp.
Gerbera, Meloidogyne spp.
Gesneria, Meloidogyne spp.
Geum, Meloidogyne spp.
Gladiolus, Meloidogyne spp.
Helleborus, Meloidogyne spp.
Helleborus, pratylenchus spp.
Hibiscus, Meloidogyne spp.

48℃의 뜨거운 물에 30
분간 담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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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Hibiscus, pratylenchus spp.

Hosta, Meloidogyne spp.

Hoya, Meloidogyne spp.

Iris(bulbs,rhizomes),

Meloidogyne spp.

48℃의 뜨거운 물에 30분간

담근다.

600-7. Caladium, Meloidogyne spp등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Caladium, Meloidogyne spp.

Calla(rhizomes), Meloidogyne spp.

50℃의 뜨거운 물에 30

분간 담근다.

600-8.Chrysanthemum(Pyrethrum 제외), Meloidogyne spp 등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Chrysanthemum(Pyrethrum 제외)

Meloidogyne spp.

Pratylenchus spp.

48℃의 뜨거운 물에 25

분간 담근다.

600-9. Fragaria, Pratylenchus spp.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Fragaria, Pratylenchus spp.
53℃의 뜨거운 물에 2분간

담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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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10. Rose(R.multiflora 제외), Meloidgoyne spp.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Rose(R. multiflora 제외),

Meloidogyne spp.

51℃의 뜨거운 물에 10분간

담근다.

600-11. Astilbe, Aphelencoides spp.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Astilbe, Aphelencoides spp.

20℃의 물에 1시간 미리 담

근후 43.5℃의 뜨거운 물에

1시간 담근다. 다음에 0.25%

Thiram용액에 침지후 말린다

600-12. Acalypha, Pratylenchus spp. 등

적용작물 및 유해동식물 처 리 기 준 비 고

Acalypha, Pratylenchus spp.

Aconitum,

Aphelenchoides fragariae

43.4℃의 뜨거운물에 50분간

담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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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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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절차 주요내용)

1. 서 론

방사선 조사(irradiation)는 어떤 제품이나 상품의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유지하

거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방사선에 노출시키는 처리이다. 방사선 조사 과정에서 에

너지가 방사선원에서 처리대상 제품으로 이동한다. 방사선 처리의 매개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 품목 흡수하는 전리 에너지의 양이다. 이를 “흡수선량” 또는 “선량”

이라 한다. 위생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물에 방사선조사처리를 할 수 있다.

표 1. 식품 방사선 조사 응용분야

선량(그레이) 기술 목표 제품 예

0.1 발아 억제 마늘, 양파, 감자, 참마류

기생충 박멸(Trichinella spiralis) 돼지 지육 

해충 사멸
식물검역
오염방지

신선과일 및 야채
건어물, 건과일, 두류

1 숙성 지연
병원체 불활성화
(Salmonella, Campylobacter...)

일부 신선 과일

육류, 가금류, 어류, 해산물
신선 또는 냉동

방사선이 가진 소독효과를 활용해 다음과 같은 대상에 대한 위생 조치로 활용된다.

선량(그레이) 기술 목표 제품 예

미생물 불활성화
저장수명 연장
위생 개선

육류, 가금류, 어류,
건식재료, 향신료

살균 환자용 특별식, 우주인용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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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매개 질병을 유발하고, 저장수명이나 보관기간을 감소시키며, 사용하려는 목적

에 허용불가능한 수준의 제품 오염을 일으키는 미생물

○ 육류을 오염시키는 기생충

○ 수확 후 발생되는 해충 

방사선은 식물의 생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위생조치로도 활용된다.

○ 발아 억제

○ 노화 지연

○ 숙성 지연

또한, 방사선은 유해 병해충의 유입이나 확산을 막기 위한 식물검역 목적으로 이용되

며, 대상 병해충의 사멸은 물론, 발육억제, 번식불능화, 불활성화와 같은 효과를 보인

다. 이러한 소독처리는 수출 전에 이루어지거나 수입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국

간의 협정에 따라 이행되는 것이 통상적이다.

2. 방사선 소독처리의 목적

식물검역 소독처리의 목적은 규제해충의 유입 또는 확산을 막는 것이다. 소독처리로

서 방사선조사는 아래와 같은 소독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유입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

- 우화 또는 부화 억제

- 불활성화

- 살충

- 불임(생식 저해) 및 발육저해

○ 살충효과     

대부분의 화학 물리적 소독처리에서 요구하는 프로빗 9 수준의 살충효과를 방사선처

리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역관이 방사선조사 식물을 수입항에서 검사할 경우 살아

있는 해충을 발견될 수 있으나, 이는 방사선 조사 처리의 소독효과 판별기준이 살충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방사선 조사는 양국간의 협의에 의해 시행되어

야 한다. 다만, 방사선조사 식물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에는 대상 식물이 외국에서 규제

하고 있는 대상이 아니고, 수출자가 외국 도착시 살아 있는 해충이 나올 수 있음을 인

정한 경우라면 조사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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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소독처리의 방법

이온화 방사선원은 3가지 형태가 있다.:

- 감마선(코발트-60 또는 세슘-137)

- 10MeV 이하의 전자발생기에서 발생되는 전자선

- 5MeV 이하의 X선

방사선의 흡수선량을 측정하는 단위는 Gy이다.

산소농도를 낮추는 등의 공기조성이 변경한 조건에서는 소독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

로, 저산소 환경조건에서 방사선조사는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원하는 소독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방사선 처리시 피조사물품의 모든 부분에서 최소흡

수선량(Dmin) 이상으로 조사되어야 한다. 상품 롯트 구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전체 물

품이 최소 흡수선량 이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일정 부분은 최소 흡수선량보

다 높은 선량으로 조사될 수 있다. 모든 소독처리는 인증된 선량 측정 시스템에 따라 

최소흡수선량 이상으로 조사되었는지 검증되어야 한다.

해충별 품목별 방사선 적용 소독처리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두가지 해충을 처리하

는 경우 피조사물품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최소흡수선량이 높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

다.

<방사선 적용 소독처리기준>

4. 방사선 흡수선량의 측정

대상품목 해충명 효과판정기준 최소흡수선량

수출 국화 목화진딧물 F1세대 성충우화억제 전자선 193Gy

수출 장미 담배가루이 알 부화 억제 전자선 138Gy

수출 파프리카 왕담배나방 성충 우화 억제
전자선 206Gy
엑스선 182Gy
감마선 225Gy

수출 파프리카 담배나방 성충 우화 억제 감마선 254Gy

수출 사과 복숭아심식나방 성충 우화 억제 감마선 198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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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흡수선량은 대상품목의 질량당 흡수된 에너지의 양이다. 흡수선량 측정 시스

템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 보정되어야 한다.

○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

평상적인 소독처리에 앞서 최고 및 최소 흡수선량 지점이 각 소독처리양식에대하여 

조사되어야 한다. 소독처리양식은 처리시설별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흡수선

량 분포도 조사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다음과 같다.

- 처리되는 물품의 밀도 및 구성

- 상품의 진행방향, 적재방법, 부피 및 포장

- 형태 및 크기

검역본부는 방사선 소독시설의 인증과정에서 상품의 포장배열, 배치 및 상품 밀도 

등에 따른 각각의 처리양식에 대하여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오직 

검역본부에서 승인한 처리양식만 실제 소독처리에 활용될 수 있다.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는 일반적인 소독처리 중 선량측정기의 

수와 위치를 결정하는데 이용된다.

흡수선량 측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붙임 1과 같다.

5. 방사선 시설의 승인

5.1 시설의 요건

방사선 소독시설은 검역기관의 승인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방사선 소독시설에서 규제해충을 전파할 수 있는 식물류의 방사선 소독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붙임 1)

○ 방사선 소독시설 장비

- 감마선, X선, 전자선 조사 시설 중 하나이어야 한다.

○ 방사선 소독처리 능력

- 수행인력의 기술과 지식 보유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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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가능한 장비와 장비의 정비 여부

- 양질의 품질 시스템의 존재와 정비 여부

○ 흡수선량 측정 시스템 보유 여부 및 기록 가능 여부

○ 흡수선량 분포도 조사 여부

○ 소독처리 이후 병해충의 (재)출현이나 (재)오염 위험 방지 가능 여부

○ 문서의 통제와 활용 및 기록 유지 여부

5.2. 신청 및 확인 절차

① 소독시설 확인 신청(붙임2)

신청인은 소독시설 확인 신청서(붙임 4)를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검역본부에 신청

한다.

② 소독시설 현장 확인(붙임3)

검역관은 모든 서류가 이상이 없으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검역관은 소독시설 확

인 신청서 내용의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표준운영과정을 점검하고, 방사선 선량 측정 

장치를 검사하며, 개인 안전 장비 등이 적절히 구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현장 검사시 

소독 완료된 식물류의 재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방사선 소독시설

은 해충 침입이 막을 수 있는 장치 등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검역관은 또한 방사선 

선량 분포도 조사과정을 확인하고 데이터 생산 및 기록 과정이 적절한지 여부를 점검

한다.

③ 확인증 교부(붙임 5)

현장 점검결과 시설 요건에 적합한 경우 확인증을 교부한다.

④ 시설 재확인

아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설보유자는 재확인을 요청하여 검역본부의 검사를 받

아야 한다.

- 소독처리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소독처리 프로세스의 변경

- 소독시설의 구조 또는 작업 프로세스 변경

- 방사선원의 재배열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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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1회 방사선 소독시설의 구비요건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확인증을 재

교부한다. 방사선 시설의 특징은 붙임 2와 같다.

6. 방사선 처리의 기록

방사선 소독처리의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기록은 전체적인 방사선 조사처리의 완성시

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소독처리의 실패는 해충이 검출될 때가이 아니라 표준처리절차

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이른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입력, 출력, 요약, 분석 

등이 전자적인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그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붙임 1. 방사선 처리시설의 기준

2. 방사선 처리시설의 확인방법

3. 방사선 처리시설 구조명세서

4. 방사선 처리시설확인신청서

5. 방사선 처리 시설확인서

6. 방사선 조사 처리 프로세스(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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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병용처리를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이용한 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저장성병원균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제어 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설정(((((((((((((((((((((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저장성병원균 제어 설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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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병용처리를 이용한 저장성병원균 제어 설정(안)

1. 개요

가. 최근 국제 무역화에 따라 국내 신선 과실 및 화훼류의 수출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하지만 과실 및 화훼류 수출과정 중 저장성병원균 발생으로 인해 수출국에서 소독명령에 따른 

약해 손실이 발생하여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생산성 저하를 야기를 시켜 대책마련이 시급함.  

 

 나. 국제적으로 저장성병원균 사멸을 위해 Methyl Bromide (MeBr) 등 화학훈증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오존층 파괴 및 환경오염등 피해로 인해 친환경 대체 방안으로 이온화에너지(방사선) 

실용화 조사 기술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됨.

 다. 감마선 처리는 높은 투과력을 바탕으로 병해충을 사멸하는 기술로서 2004년 미국 

FDA(United State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서 과일에서 1 kGy의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1 kGy 감마선처리는 과일 및 화훼류 병원균들을 완전하게 사멸시키지 못하며 과일의 품질(이·

화학적 품질)을 악화 시킴.

 라. 일반적으로 방사선을 이용해 농산물 저장성 병원균을 완전히 사멸시키기 위해서는 1 kGy 

이상의 선량이 요구됨.

 마.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농산물 수출에 문제가 되고 있는 병원균 6종 (Botrytis cinera, 

Rhizopus stolonifer, Penicillium italicum, Penicillium expansum, Monilinia fructigena, Botrytis 

elliptica)에 대하여 1 kGy 이하의 감마선조사와 다른 살균처리제(NaDCC, Nano Ag, NSS 등)를 

병용하여 충분한 살균력 증가와 방사선 선량의 감소를 통한 저장성병원균 제어 및 품질 보존이 

가능한 병용처리 기술을 확립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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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주별 방사선 병용처리(안) 요약

가. 공통내용

  (1) 감마선 조사는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 사용하였으며 600 Gy/hr 조사하였음. 

  (2) NaDCC는 실험 진행시 항상 신선한 Solution을 만들어 사용하였음. 

품 목 병원균 병용처리 조건(안)

과실 

및 

채소류

파프리카 Botrytis cinerea ·NaDCC 3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400 Gy 조사

배 Penicillium expansum ·NaDCC 7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200 Gy 조사

감귤 Penicillium italicum ·NaDCC 10 ppm에 3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400 Gy 조사

고구마 Rhizopus stolonifer ·NaDCC 10 ppm에 5분 침지 후 건조 시킨 후 감마선 600 Gy 조사

화훼류

장미 Botrytis cinerea
·NaDCC 70 ppm 30 mL(3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이 

살포 후 감마선 200 Gy 조사

국화 Botrytis cinerea ·NaDCC 70 ppm 150 mL(15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이 살포 

백합 Botrytis elliptica
·NaDCC 100 ppm 100 mL (50본/수출용 상자) 스프레이 

살포 후 감마선 150 Gy 조사

3. 기주별 방사선 병용처리(안) 기술

가. 과실류 및 채소류

(1) 파프리카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파프리카 저장성병원균 Botrytis cinerea은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e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음. 저장성병

원균 곰팡이는 감자한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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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B. cinerea를 인위적으로 파프리카 윗부분 4곳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파프리카 상자(45 cm x 29.5 cm x 17.7 cm)에 접종한 20∼25개씩 

넣은 후 24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은 2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B. cinerea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950 Gy로 확인되었으며, 4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4 KGy에서는 B. cinerea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4 kGy 조사시 파프리카에

서는 약해가 발생하기에 낮은 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0, 10, 20, 30, 5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 800, 1200 Gy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주일 관찰하였음. NaDCC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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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m 과 감마선 4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Chu et al., 2015)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파프리카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400 Gy 조

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400 Gy와 NaDCC 3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병발생률 병반 사이즈

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파프리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프리카에 200, 400, 600, 800, 1000, 

12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7℃에서 7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600 Gy 이상 처리시 

경도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1000 Gy 처리시에는 약 28% 경도가 감소하였다. 하지만 400 

Gy에서는 큰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Yoon et al., 2014). 이상의 결과에 따라 파프

리카 잿빛곰팡이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400 Gy와 NaDCC 30 ppm 임을 알수 있다.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Chu, U.H., Shin, E.J., Park, H.J., Jeong, R.D. 201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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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t treatment for control of postharvest Botrytis cinerea of cut rose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y 115, 22-29.

- Yoon, M., Jung, K., Lee, K-Y, Jeong, J.Y., Lee, J.W., Park, H.J. 2014. Synergistic effect 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dichloroisocyanurate to control gray mold on paprika.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y 98, 103-108.

- 국내특허 출원번호: 10-2014-0147873       

 (2) 배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배 저장성병원균 Penicillium expansum은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e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음. 저장성병원균 곰팡이는 감자한천배

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P. expansum 을 인위적으로 배 2곳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

음. 

⑤ 실증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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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배(나주) 9구 상자(50 cm x 30 cm x 12 cm)에 접종한 9개씩 넣은 

후 24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

시하였으며, 실험은 2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P. expansum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344 Gy로 확인되었으며, 2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2 KGy에서는 B. cinerea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2 kGy 조사시 파프리카에

서는 약해가 발생하기에 낮은 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0, 10, 30, 50, 7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 600 Gy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0일 관찰하였음. NaDCC 70 ppm 

과 감마선 2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Jeong 

et al., 2015)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배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200 Gy 조사 선

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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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에 200, 400, 6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7℃

에서 2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200 - 600Gy 처리시 경도 및 생중량의 변화등 물

리적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Jeong et al., 2014). 이상의 결과에 따라 파프리카 잿빛

곰팡이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임을 알수 있다. 

* Values in colum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

* Values in column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3).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Jeong, R.D., Chu, E.H., Shin, E.J., Lee, E.S., Kwak, Y.S., Park, H.J. 2015. Antifungal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dichloroisocyanurate against Penicillium expansum on pears. 

Letters in Applied Microbiology In press. 

- 국내특허 출원번호: 10-2015-0051089      

(3) 감귤 

Dose (kGy) Firmness (Ib/inch2)
0 days 10 days 20 days

0 14.5 a 13.7 a 12.5 a
0.2 14.0 a 13.5 a 12.3 a
0.4 14.3 a 13.3 a 12.0 a
0.6 14.3 a 13.4 a 11.9 b

Dose (kGy) Weight loss (%)
0 days 10 days 20 days

0 0 a 0.81 a 1.48 a
0.2 0 a 0.79 a 1.45 a
0.4 0.02 a 0.77 a 1.44 a
0.6 0.02 a 0.75 b 1.43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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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감귤 저장성병원균 Penicillium italicum은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e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음. P. italicum 곰팡이는 감자한천배지

(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시간당 600Gy 조사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P. italicum 을 인위적으로 감귤 2곳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

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감귤(온주밀감) 50개 상자(43 cm x 33 cm x 16 cm)에 접종 후 24시

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으

며, 실험은 2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P. italicum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222 Gy로 확인되었으며, 800 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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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0 Gy에서는 P. italicum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800 Gy 조사시 감귤에서

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

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0, 2, 4, 6, 8, 1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200, 400 Gy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0일 관찰하였음. NaDCC 10 ppm 과 

감마선 4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Chu et 

al., 2015).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숫자: Alanine pellet 표지 부분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감귤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400 Gy 

조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

되었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400 Gy와 NaDCC 1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병발생률>

④ 식물체 영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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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마선이 감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에 200, 400, 6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4℃에서 2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200-600Gy 처리시 Total soluble solids (총고

형물), 당량, ascorbic acid (아스코브산), 적정산도등 물리적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Zhang et al., 2014).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감귤 푸름곰팡이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400 Gy와 NaDCC 10 ppm 임을 알수 있다.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Chu, E.H., Shin, E.J., Park, H.J., Jeong, R.D. 2015. Inhibitory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application for control of postharvest blue mold decay of Satsuma mandarins. Submitted in 

European Journal of Plant Pathology.

- Zhang, K., Deng, Y., Fu, H., Weng, Q. Effects of Co-60 gamma-irradiation and refrigerated 

storage on the quality of Shatang mandarin. 2014. Food Science and Human Wellness. 3, 9-15.

- 국내특허 출원번호: 10-2015-0051938    

(4) 고구마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고구마 저장성병원균 Rhizopus stolonifer은 수출되어지는 해남지역의 해남고구마에서 발

생한 곰팡이병원균을 순수분리하여 사용함. R. stolonifer 곰팡이는 감자한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시간당 600Gy 조사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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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찰방법 

  - R. stolonifer을 인위적으로 고구마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

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고구마(해남지역) 12개 상자(44 cm x 32 cm x 18 cm)에 접종 후 24

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

으며, 실험은 2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R. stolonifer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540 Gy로 확인되었으며, 3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3 kGy에서는 R. stolonifer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3 kGy 조사시 고구마에

서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1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600 Gy

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20일 관찰하였음. NaDCC 10 ppm 과 감마선 6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Jeong et al., 2014).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숫자: Alanine pellet 표지 부분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고구마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600 Gy 조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600 Gy와 NaDCC 1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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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고구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에 6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4℃에서 

3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조사된 고구마의 생중량, 색깔, 경도 등 물리적 변화

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Jeong et al., 2014). 이상의 결과에 따라 고구마 무름병 제어 최

적 조건은 감마선 600 Gy와 NaDCC 10 ppm 임을 알수 있다.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Jeong, J.Y., Yoon, M.C., Lee, K.Y., Jung, K., Kim, H.J., Park, H.J., Jeong, R.D. 2014. Effect 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dichloroiscocyanurate on postharvest 

Rhizopus soft rot of sweet potato. Journal of Plant Diseases and Protection, 121, 243-249.

(5) 장미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장미 저장성병원균 Botrytis cinerea는 수출장미 지역인 전북 전주(기업명: 로즈피아(주)) 

농가에서 발생한 잿빛곰팡이병원균을 순수분리하여 사용함. B. cinerea 곰팡이는 감자한

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

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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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시간당 600Gy 조사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B. cinerea를 인위적으로 장미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

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

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장미 2품종(Shootingstar와 Babe) 각각 6개 상자(25 cm x 22 cm x 

60 cm)에 접종 후 24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B. cinerea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855 Gy로 확인되었으며, 3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3 kGy에서는 B. cinerea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3 kGy 조사시 장미품종에

서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7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200 Gy

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20일 관찰하였음. NaDCC 70 ppm 과 감마선 20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 (Chu et al., 2015).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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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Alanine pellet 표지 부분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장미(Shootingstar와 Babe 품종)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

하여 감마선 200 Gy 조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음. 단, 9번과 10번은 물이 담김 물받침대여서 흡수선량이 낮게 나타났음. 

- 병용처리인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장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배에 2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4℃에서 

1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조사된 장미의 생중량, 물흡수량, 개화률 등 물리적 

변화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Chu et al., 2015). 이상의 결과에 따라 장미 푸른곰팡이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200 Gy와 NaDCC 70 ppm 임을 알수 있다.



- 1015 -

<Shootingstar>

                                                 

<Babe>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Chu, E.H., Shin, E.J., Park, H.J., Jeong, R.D. 2015.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 for control of postharvest Botrytis cinerea of cut roses. Radiation Physics 

and Chemistry, 115, 22-29.

(6) 국화

(가) 시험방법

① 저장성병원균 배양

   - 국화 저장성병원균 Botrytis cinerea는 수출장미 지역인 전북 전주(기업명: 로즈피아(주)) 

농가에서 발생한 잿빛곰팡이병원균을 순수분리하여 사용함. B. cinerea 곰팡이는 감자한

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5℃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

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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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시간당 600Gy 조사하였음. 

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저장성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5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1∼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B. cinerea를 인위적으로 장미에 접종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

처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

시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⑤ 실증연구

 - 실험 1반복구당 수출용 국화 1품종(백마) 4개 상자(100 cm x 36 cm x 23 cm)에 접종 후 24

시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

으며,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B. cinerea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997 Gy로 확인되었으며, 3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3 kGy에서는 B. cinerea 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3 kGy 조사시 장미품종에

서는 약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저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리 실시하였음. NaDCC를 50, 70, 10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

을 100, 150 Gy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4일 관찰하였음. NaDCC 70 ppm 단

일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Jeong et al., under review). 

③ 박스별 실증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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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Alanine pellet 표지 부분

- 실증연구 수행을 위해 수출용 국화(백마품종) 상자에 Alanine pellet을 부착하여 감마선 150 

Gy 조사 선량의 분포도를 확인한 결과, 조사시 전반적으로 흡수선량이 ±10%내로 측정되었

음. 

-  NaDCC 70 ppm 처리시 병발생이 완전히 제어되었음. 

  

④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수출용 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국화에 1 KGy까지의 감마선을 처

리 후 4℃에서 2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조사된 국화의 물소비량, 개화률 등 

물리적 변화 확인 결과 Control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Jeong et al., Und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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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 Jeong, R.D., Chu, E.H., Shin, E.J., Park, H.J.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sodium 

cidhloroisocyanurate on gray mold of cut chrysanthemum flowers. Under review in Journal of 

Plant Diseases and Protection. 

(7) 백합

(가) 시험방법

① 백합 잎마름병원균 배양

   - 백합 잎마름병원균 Botrytis elliptica는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Korean Agriculture 

Culture Collection; KACC)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음(KACC 43461). 병원균 곰팡이는 감자

한천배지(Potato Dextrose Agar; PDA)에 접종하여 22℃ 항온기에 배양하여 포자를 확보하

였음. 

② 방사선 조사

   -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정읍)에서 cobalt-60 gamma irradiator 

(150 TBq capacity; ACEL, MDS, Nordion, Canad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모든 흡수선

량은 5 mm이하의 Alanine 선량계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와 

Brunker EMS 104 EPR analyzer (Brun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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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사선 조사를 위한 병원균 준비 및 제어 연구

  - PDA배지에서 얻은 포자현탁액은 배양된 균사체 배지에 멸균수를 10 ml 첨가하여 멸균된 

긁개로 회수한 다음 포자와 균사체 조각이 들어있는 현탁액을 4겹 거즈에 걸러 확보하였

음. 확보한 포자는 광학현미경 (H600L; Nikon, Japan) 상에서 혈구계수기를 사용하여 5 × 

105 spores/ml로 맞추어 접종에 사용하였음. 

④ 관찰방법 

  - B. elliptica를 인위적으로 백합 잎 절편 10개를 3L 용기의 한천 판에 꽂아 수분을 유지시

키면서 잎에 병원균 현탁액을 분무 후 24시간 병 발생을 유도시킨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

리, NaDCC (Sodium dichloroisocyanurate)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

하였음. 조사 후 25℃(습도 90% 이상) chamber에 보관 후 2주일간 병징 관찰을 하였음. 

⑤ 실증연구

 -  수출용 백합 상자( 36 cm x 30 cm x 100 cm)에 접종한 절화 백합을 50본씩 넣은 후 24시

간 후 감마선 조사 단일처리, NaDCC 단일처리 및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를 실시하였으

며, 실험은 3반복 수행하였음.   

(나) 시험결과 

 ① 감수성 테스트 결과

 - B. elliptica 포자 현탁액에 감마선을 조사 후 90% 포자 발아 제어 선량인 D10 값을 확인한 

바 약 526 Gy로 확인되었으며, 2 kGy에서는 포자 발아가 완전히 억제됨을 확인하였음 

(Kim and Yun, 2014).  

 ② 감마선과 NaDCC 병용처리 결과

  - 2 KGy에서는 B. elliptica의 포자 발아가 완전히 제어 되었지만, 2 kGy 조사시 백합에서 약

해가 발생하므로 낮은 선량 조사를 위한 이미 선정해 놓은 병용처리제인 NaDCC와 병용처

리 실시하였음. NaDCC를 0, 40, 100, 200 ppm 농도로 전처리 한 후, 감마선을 0, 150 Gy

로 조사하여 25℃(습도 90%이상)에서 1주일 관찰하였음. NaDCC 100 ppm 과 감마선 150 

Gy 병용처리에서 곰팡이의 발병이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확인하였음(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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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식물체 영향 평가

- 감마선이 백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백합에 1000, 2000 Gy 감마선을 처리 후 

상온에서 10일간 보관 후 변화를 관찰한 결과 1000 Gy 이상 처리시 꽃봉오리 끝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목이 꺾이며, 개화가 진전되지 않고 초록색으로 봉오리가 남가나, 봉오리의 색이 

초록에서 흰색으로 변하나 개화로 진행되지 않았음(Kim et al., 2015). 이상의 결과에 따라 백

합 잎마름병 제어 최적 조건은 감마선 150 Gy와 NaDCC 100 ppm 임을 알 수 있다. 

         Fig. 2. Phytotoxicity of gamma irradiation 

of 1 and 2 kGy on cultivar Siberia lily 

cuttings. Photos were taken 3-10 days 

after irradiation depending on the 

symptoms. Damages on budding tip of 

flower (A), flower necks were bent (B), and damages were shown on the colored 

budding and stop to flowering process (Kim et al., 2014). 

(다) 자료출처(발표된 논문, 특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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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J.-H. and Yun, S.-C. 201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 

on lily leaf blight pathogen, Botrytis elliptica, and the disease development. Research in 

Plant Disease 20, 71-78.

- Kim, J.-H., Koo, T.-H., Hong, S.-J. and Yun, S.-C. 2014. Application of gamma irradiation 

and its convergent treatments on several varieties of oriental hybrid lily to control leaf 

blight. Research in Plant Disease 20, 7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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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수입농산물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방사선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처리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평가 수입농산물 방사선 처리 평가 

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기준(((((((((((((((((((((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기준(안)

2015. 11.

한 국 원 자 력 연 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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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농산물(오렌지) 방사선 처리 평가 기준(안)

1. 방사선 조사여부 확인을 위한 분석법의 표준처리절차 (SOP)

오렌지의 조사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별체계 구축을 위하여, EN 및 식품공전에 등재된 방법

을 바탕으로 현장 적용을 위한 SOP를 작성하였다.

(가) 광 자극발광(Photostimulated luminescence, PSL)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시료 준비는 차광조건으로 클린벤치에서 한다.

② 오렌지는 껍질 부위를 이용하고 가위를 사용하여 0.5×0.5 cm 크기로 절단한 후 지름 5

cm의 페트리디쉬에 바닥이 보이지 않도록 고르게 펼쳐 담는다. 페트리디쉬의 뚜껑을 

덮은 후 파라필름으로 고정시킨다. 각 시료에 대하여 2개의 검체를 조제하며, 시료가 바

뀔 때마다 사용한 도구는 에탄올로 깨끗이 닦아준다.

§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검체가 담긴 페트리디쉬를 PSL 기기에 넣어 60초 동안 방출되는 광자를 측정하며 2개 

검체에 대한 측정값들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단, 2개의 측정값 간에 판정이 다를 때

에는 4회 추가시험을 하여 총 6회 측정값 중 가장 높은 2회 측정값을 최종 측정값으로 

한다.

③ 1st PSL을 측정하고, 1 kGy로 재조사 (re-irradiation)를 실시한 후 동일한 조건으로 2nd

PSL을 측정한 후 PSL 비를 구한다.

§ 판정

① 광 자극발광(PSL) 분석법은 방사선조사 여부를 스크리닝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측

정값이 T1 (700 count/60초) 미만이면 음성시료 (Negative, 방사선이 조사되지 않은 시

료)로 판정하고, T2 (5,000 count/60초) 초과이면 양성시료 (Positive, 방사선이 조사된 

시료)로 한다.

② 측정값이 T1～T2의 값을 나타내면 중간시료 (Intermediate,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시료)로 한다.

③ PSL 비가 10 미만인 것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10 이상인 것은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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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양성시료와 중간시료는 최종 확인시험으로 2) 열 발광 분석법에 따라 시험하여 그 결과

의 판정에 따른다.

(나) 열 발광(Thermoluminescence, TL)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모든 검체조제는 차광조건에서 한다.

② 약 30개의 오렌지 껍질을 분석에 사용한다. 시료의 표면을 증류수로 세척하여 표면에 

혼입된 광물질을 분리시킨다. 나일론 여과포를 통과한 여액이 1 L 비커에 가득 차면 5

분 동안 방치하여 광물질을 침전시킨 다음 비커를 기울여 물을 비운다. 나머지 시료를 

세척하여 비커에 광물질과 소량의 유기물이 남을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시료 세

척이 모두 끝나면 광물질이 침전하도록 기다린 후 비커를 기울여 물을 최대한 비우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남은 광물질을 시험관으로 옮긴다.

③ 광물질에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 5 mL를 넣고 약 5분간 초음파 처리한다.

④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폴리텅스텐나트륨 용액을 제거한다.

⑤ 증류수 5 mL를 가하여 세척한 후 제거한다. 이 과정을 2회 반복한다.

⑥ 1 N 염산 2 mL를 가하고 10 분간 방치한다.

⑦ 1 N 암모니아수 2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10분간 방치한다.

⑧ 증류수 5 mL를 가하여 세척한 후 제거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다.

⑨ 아세톤 5 mL을 가하여 세척하고 제거하는 과정을  2～3회 반복한 후 측정용기에 옮긴

다.

§ 시험조작 

① 모든 시험조작은 차광조건에서 한다.

① 측정용기를 증류수로 세척하고 5 분간 초음파 처리한 후, 아세톤으로 2～3회 세척하고 

다시 5 분간 초음파 처리하여 건조시킨 다음 먼지가 없는 곳에 보관한다.

② 검체조제에서 조제된 광물질 0.1～5.0 ㎎을 측정용기에 옮기고 실리콘스프레이를 사용하

여 고정시킨 다음 50℃ 건조기에서 16시간 방치한다.

③ TL 측정 조건 

㉮ 초기온도 : 50℃

㉯ 온도상승률 : 5℃/초

㉰ 최종온도 : 350～500℃

㉱ 질소 (99.999% 이상)

④ 글로우 1을 측정하고, 1 kGy로 재조사 (re-irradiation)를 실시한 후 글로우 1과 동일한 

조건으로 글로우 2를 측정한 후 TL 비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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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공시험의 글로우 1을 측정하여 최저검출한계를 구한다.

⑥ 글로우 2의 TL 강도 면적값이 최저검출한계의 10배 이상이어야 하며, 미만인 경우에는 

시험을 다시 한다.

§ 판정

① 글로우곡선의 모양, 온도범위 및 TL 비로서 방사선 조사여부를 판정한다.

②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시료는 특징적인 글로우곡선을 나타내지 않거나 300℃ 이상에서 

자연방사능에 의한 곡선을 나타낸다.

③ 방사선 조사된 시료는 150～250℃ 부근에서 최대강도를 보이는 글로우곡선을 나타낸다.

④ TL 비가 0.1 이상인 것은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0.1 이하인 것은 방사선 조사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한다.

(다) 전자스핀공명 (Electron Spin Resonance spectroscopy, ESR) 분석법

§ 시료 준비

① 오렌지의 껍질을 사용하며 0.5×0.5 cm 크기로 절단한다.

② 시료 20 g을 96% ethyl alcohol 100 mL와 혼합하여 10분간 초음파 처리하고 시료를 압

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50℃ 오븐에서 5시간 동안 건조한다.

③ 건조된 시료를 막자사발로 분쇄하고 20 mesh의 체를 이용하여 입자를 균일하게 한 후 

약 200 ㎎을 ESR tube에 충진하여 분석에 사용한다.

§ 시험조작 

① 마이크로웨이브의 주파수는 파워는 0.4 mW로 한 후 신호가 잘 보일 수 있도록 

modulation width와 amplitude를 조절한다.

§ 판정

셀룰로오스를 함유한 비조사 식품에서 나타나는 중심부의 신호 왼쪽(저자장)과 오른쪽(고자

장)에 셀룰로오스 라디칼에 의해서 생성되는 한쌍의 피크가 약 6.0 mT의 공간을 두고 나

타나면 방사선 조사된 것으로 판정한다.



서지정보양식

K A E R I 보 고 서 번
호 KAERI/RR-4039/2015

보고서 종
류

연구보고서

제 목 / 부 제 수출입 농산물 검역의 MeBr 대체 친환경 기술개발 및 적용

연 구 책 임 자  및 
부 서 명

박해준 / 생명공학연구부

연구자 및 부서명

박해준, 정래동, 송아람, 김화정, 추은희, 신은정, 송범석, 김재경, 이주운, 김재
훈, 이광렬, 정구, 정제용/ 생명공학연구부, 김재호, 임돈순/ 방사선기기부, 권중
호,조윤희/경북대,육홍선,김경희/충남대, 강원구/이비테크, 강일준/한림대, 김익수
/전남대, 윤성철/선문대,오태준/로즈피아 이나미/리마글로벌 이후철/그린피아기술
(주) 김준태/계명대 이병호, 김봉수/동부팜한농 이지현/국립원예특작원 전용철, 
한상헌/제주대 이경열/경북대 전용호, 정철희/안동대, 박정규, 김준헌/경상대, 김
길하, 구현나/충북대 박민구/농림축산검역본부

출 판 지 대전 발 행 일 2015. 12. 30 총 페이지(서문+본문) 1024p.

공 개 여 부 공개(○), 비공개(   )

참고사항
표(495)개, 그림(571)개, 

참고문헌(259)개
비 밀 여 부 대외비(   ), __ 급 비밀

I N I S  공 개 여 부 공개(○), 비공개(   )

초록 (15-20줄 내외)

전 세계 각국에서는, 수출입 식물로 부터 외래병해충이 전반되어 자국 내의 생태계가 

파괴되고, 농업생산에 뜻하지 않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식물검역이라는 

법적방제를 강구하고 있다. 지난 오랜 기간 동안 검역해충방제에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

가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금지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온화에너지(방사선)가 대체 검역기술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온화에너지를 이용한 검역해충방제의 효시는 1995년 하와이

산 과실류를 미국본토에 통관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이후 미국의 USD-APHIS는 

방사선 조사 과실류에 대한 미국내 수입규정을 공시하여 멕시코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수입되는 대부분 과일에 대응하고 있다. 점차 이온화에너지 검역기술은 2004년 호주, 

2006년 태국, 2007년 인도 등으로 확대되었고 현재 동남아 대부분 국가와 인도, 파키스

탄, 남아공에서는 방사선 식물 검역 표준절차지침(SOP)을 마련하여 활발히 활용하고 있

다. 전 세계적으로 2018년까지 메틸브로마이드가 전면 사용금지 되므로 우리나라 수출농

산물에 대한 대체 선진 검역 SOP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본 과제를 

통하여 이온화 에너지 검역 SOP를 2015년까지 마련하게 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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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5-20 Lines)

Plant quarantine, another termed legal control, is to contribute the safety and promotion 
of agriculture and forestry production and to protect natural environment by prescribing 
the necessary pertaining to the quarantine of import and export plants, and domestic plants 
and to control pest and diseases inflicting harms on plants. Methyl bromide as a fumigant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tool for the control of some pests and diseases, particularly 
quarantine pests of plants and plant-derived materials. Especially, methyl bromide is critical 
for preventing spread of plant pests that could have huge economic and/or environmental 
consequences. Methyl bromide is also a potent ozone-depleting gas. As a result of these 
disadvantage, ionzing radiation is rising an alternative eco-friendly method. Ionizing 
radiation for phytosanitary purpose uses predominantly in developing countries. In early 
1995, the Hawaii Department of Agriculture was granted a special permit from USDA-APHIS 
allowing untreated Hawaiian fruits to be irradiated on the US mainland. In Arpil 1995, the 
first shipment of Hawaiian fruit was irradiated at a minimum quarantine dose of 0.25 kGy 
in an Isomedix plant near Chicago. Hawaii has become the first place in the world to use 
irradiation as a quarantine treatment of fruits. Since that, USDA-APHIS requested irradiation 
method for most import fruits to several countries including Mexico. Irradiation for 
phytosanitary purpose gradually increasing the use in different countries such as Australia, 
Tailand, and India. Now several countries such as India, Pakistan, and South Africa, prepared 
their own irradiation SOP for phytosanitary. It is urgent that the SOP is required in Korea 
because Methyl bromide is completely banned until 2018 worldwide. Therefore, we are trying 
to set up a irradiation quarantine SOP through current project unti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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