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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증가, 원자

력시설 이용증대 및 Chernobyl의 melt-down과 같은 핵시

설 사고의 발생 가능성, 주변지역의 방사성물질에 의한

오염 가능성 및 우주방사선을 비롯한 자연방사선의 노

사람, 토끼 및 개 유래 말초혈액 림프구의 미소핵을

이용한 방사선 피폭의 생물학적 선량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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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ction of micronuclei in human, rabbit and dog lymph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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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frequencies of gamma-ray-induced micronuclei (MN) in cytokinesis-blocked (CB)
lymphocytes at several doses were measured in three donors of three species (human, rabbit, dog).
Measurements performed after irradiation showed a dose-related increases in MN frequency in each of the
donors studied. When analysed by linear-quadratic model the line of best fit was : human : y = 0.1184D
+ 0.01867D

2
+ 0.01, rabbit : y = 0.0387D + 0.00528D

2
+ 0.01 (y = number of MN/CB cells and D =

irradiation dose in Gy). The relative sensitivity of rabbit lymphocytes compared with human lymphocytes
was estimated by best fitting linear-quadratic model based on the radiation-induced MN data over the range
from 0 Gy to 4 Gy. In the case of MN frequency with 0.2, the relative sensitivities of rabbit lymphocytes
was 0.39. These data indicate that the induction of MN in rabbit CB cells following irradiation was much
less sensitive to the MN induction effects of gamma-irradiation than those from human. The MN assay
with dog lymphocytes was very difficult and time-consumed because the dog PHA-stimulated lymphocytes
yielded cultures with very low level of CB cells formation in the condition of this experiment. Our in vitro
radiobiological study confirmed that the cytogenetic response obtained in blood from rabbit can be utilized
for application in environmental studies.

Key words : gamma-radiation, micronuclei, human, rabbit, dog, lymphocyte.

본 연구는 2001년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Dr. Si-yun Ryu, Laboratory of Veterinary Anatomy,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aejeon 305-764, Korea (E-mail: syryu@cuvic.cnu.ac.kr)

1



류시윤, 강빛나, 김호준, 김태환, 정규식, 김세라, 이해준, 김성호, 안미

출증가 등으로 인하여 인체의 방사선에 대한 피폭빈도

가 증가 할 것이며 따라서 방사선 피폭의 선량측정과

이에 대한 의료적 안전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1, 2

.

방사선 피폭의 선량측정은 직업적, 질병치료시 또는

불의의 사고에 의한 방사선 피폭의 경우 가장 기본적으

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대부분의 경우 방사선의 선량측

정은 film, quartz fibril electrometer, glass rod dosimeter 등

의 개인용 계측기를 사용한 물리적 측정이 주로 이루어

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측정방법은계측기 자체에 대한

방사선 조사량의 측정일 뿐 작업종사자 또는 피폭자가

받은 방사선량의 표시는 아니며 특히, 선량측정에 많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피폭된 개체 자체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측정이

며, 피폭시 물리적 계측기가 없는 경우, 또는 부분피폭

의 상태에서는 생물학적 선량측정의 중요성은 한층 더

강조된다
3-5
.

방사선 피폭의 생물학적 선량측정은 각종 단백질 및

핵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 효소변화측정 즉, 생화학적

방법
6, 7
과 미성숙염색체응축(premature chromosome con-

densation) 검사법을 비롯한 세포유전학적 방법
8
, 조혈세

포
9
, 정자생산

10
, 체모의 변화

11
를 이용한 세포조직학적

방법, 기타면역학적 변화 등을관찰하는 방법들이 제시

되고 있다. 생물학적 선량측정의 조건으로, 피폭량에 따

른 반응의 일치(dose-dependence)와 전리 방사선에 대해

특징적인 반응을 보여 선량측정이 용이해야 하며 피폭

후 빠른 결과의 산출, 부분피폭의 검출과 피폭 후 피폭

선량의 지속성, 만성피폭과 분할피폭의 적용성 및 다양

한 선질에 대하여 모두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지표는 없기

때문에 개인용 계측기를 이용한 물리적 측정방법의 문

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생물학적 선량 측정법이 중요

시되고 있다
4
.

현 시점에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생물학적 선량측정

은 혈액내 림프구의 숫적 변동이며
9
이외 dicentric과

centric ring의 계측을 중심으로 한 염색체 분석법이 몇몇

방사선 사고시 적용 측정되었다
12-16

. 그러나 혈액세포의

수적 변화는 원줄기세포(stem cell) 및 세포성숙계로부터

어느 정도 이용가능한지의 정도, 시간경과에 따른 세포

사멸에 의한 수적 소실의비율, 비장과 같은 혈액보유장

기 상태 등의 변화에 따른 혈구수치의 차이로 인한 해

석상의 단점이 있고
9
, 염색체분석법은 재료의 제작 및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동력의투자가 있어야 하며, 상당

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4, 13

.

골수세포를 이용하는 전통적인 미소핵 검사에 비하여

세포질분열 차단 림프구에서의 미소핵 검사는 일회 분

열의 확인 및 미분열세포의 배제가 가능하여 방사선생

물학분야에서의 선량측정 및 반응조절물질의 효과 검정

시험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4, 17-21

. 대부분의 실험들이 인

체유래의 림프구를 사용하 으며 그 이유는 세포질분열

차단세포(cytokinesis-blocked cell, CB세포)의 유도가 용

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체에 대한 연구는 시험관내

시험을 통한 결과의 산출만이 가능하며 아직 사고 발생

에 따른 미소핵검사의 결과도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염색체 분석법을 적용한 실험들과 같이, 생체시험을 위

한 방법의 모색 및 동물별 감수성의 차이 등이 미소핵

검사에서도 연구되어야 할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변이 유발물질 검색의 최종 목표가 인

체에 대한 직접적 효과 검사 또는 결국 인체에 대한 외

삽(extrapolation) 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동물과 사람의

림프구를 사용하여 방사선에 의한 미소핵 발생의 정도

를 파악 비교하 다. 사람, 토끼 및 개 유래의 림프구에

서 CB세포의 형성 빈도 및 방사선 조사 후 발생되는 미

소핵의 상황을 분석하여 상호 반응의 차이 및 감수성

등을 조사하고 방사선 피폭의 생물학적 선량측정 연구

에 이용할 수 있는 실험동물의 선택 가능성 등을 파악

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실험세포 및 배양

건강한 남자(29세, 28세, 33세), 토끼(New Zealand

White) 및 개(진돗개)의 말초혈액에서 Ficoll gradient방법

으로 림프구를 채취하고 HBSS에 수세 후 15% heat

inactivated foetal calf serum, L-glutamine, 2-mercaptoethanol

과항생제가첨가된 RPMI 1640 배지에 부유시켰다. 림프

구는 multi-well tissue culture plate(Corning)를 사용하여

배지 ml당 5 X 10
5
개의 농도로 37℃, 5% CO2 배양기에

서 배양하 다. 배지 ml당 1% 및 2%의 phytohae-

magglutinin (PHA, Sigma, St. Louis, MO)을 첨가하고 2,

4, 6 또는 12 ug의 Cytochalasin B (Cyt-B, Aldrich Chemical

Co., Milwaukee, WI)를 첨가한 후 이핵세포를 얻기위한

최적농도를 파악하 다.

방사선조사

분리된 림프구는 멸균된 polystylene tube(Corning)에

분주하여 PHA첨가 직전에 1, 2, 4 Gy의
60
Co 감마선을

1000 cGy/min의 선량율로 1회 조사(Gammacell 3000

Elan, Norbion International Co., Canada)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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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sis-blocked method

Cytochalasin B 는 dimethylsulphoxide에 ml당 2mg의 량

으로 원액을 만들어 -70℃에 보관하 으며 실험을 통하

여 얻어진 최적용량을 적용하여 배양 44시간에 첨가하

다. 배양개시 후 72시간에 세포를 수확하 으며

cytocentrifuge를 이용하여 검경용 표본을 만들고 건조

후 10% Giemsa 용액에 10분간 염색하 다.

미소핵의 검경

미소핵은 유침하에서 1000배 배율의 현미경으로 관찰

하 으며 주핵에서 분리된 구형으로 지름이 주핵의

50% 이하이며 이핵세포의 세포질내에 존재하여야하고

빛의 반사와 같은 형상이 없고 염색성이 주핵에 비하여

진하지 않은 것을 미소핵으로 판정하 다
17
. 모든 성적

의 분석은 Graph PAD In Plot program을 사용하 다.

결 과

CB 림프구, 즉 2개의 핵을 가진 림프구의 유도정도는

동물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PHA는 2 % 투여군에서

Table 1. Micronuclei (MN) per 500 cytokinesis-blocked lymphocytes following irradiation of human

Experimental
group

No. of cells
without MN

Number of micronuclei per cell Total number
of MN1 2 3 4

donor 1: male, 29y

0 cGy
100 cGy
200 cGy
400 cGy

495
439
363
214

5
60

104
203

1
28
65

5
18

5
62

175
387

donor 2: male, 28y

0 cGy
100 cGy
200 cGy
400 cGy

493
445
355
241

7
52

125
187

3
14
54

6
15 3

7
58

171
352

donor 3: male, 33y

0 cGy
100 cGy
200 cGy
400 cGy

497
432
363
189

3
63

119
213

5
16
80

2
14 4

3
73

157
431

Table 2. Micronuclei (MN) per 500 cytokinesis-blocked lymphocytes following irradiation of rabbit

Experimental
group

No. of cells
without MN

Number of micronuclei per cell Total number
of MN1 2 3 4

donor 1

0 cGy
100 cGy
200 cGy
400 cGy

497
473
454
394

3
25
35
79

2
11
22 5

3
29
57

138

donor 2

0 cGy
100 cGy
200 cGy
400 cGy

495
471
450
407

5
25
45
62

4
5

30 1

5
33
55

125

donor 3

0 cGy
100 cGy
200 cGy
400 cGy

493
477
458
412

7
18
40
70

5
2

12 6

7
28
44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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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유도되었고, Cyt-B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전체림

프구에 대한 CB 림프구의 유도율은 증가하 으나 4핵

세포의 유도율과 Cyt-B 자체의 세포독성을 고려하여 최

적농도는 4μg/ml로 통일하 다. 위의 조건에서 배양된

림프구에서 동물별 CB 림프구는 사람에서 약 31%, 토

끼는 11% 으나, 개에서는 0.1 % 이하의 극히 저조한

유도율을 보여 본 연구에 적용이 부적절하 다.

Table 3. Frequency of micronuclei in cytokinesis-blocked

(CB) cells following treatment with gamma-rays

Dose (cGy) micronuclei per CB cell (M ± SD)

Human

0

100

200

400

Rabbit

0

100

200

400

0.01 ± 0.004

0.129 ± 0.016

0.335 ± 0.019

0.78 ± 0.079

0.01 ± 0.004

0.06 ± 0.005

0.104 ± 0.014

0.25 ± 0.026

Fig 1. Photomicrograph of cytokinesis-blocked human lym-

phocyte containing a micronucleus (arrow). Giemsa stain, X

1000.

미소핵의 발생 양상은 그림 1 및 표1-3과 같으며 방사

선조사에 따라 linear-quadratic model을 적용하여 얻은

곡선식은

사람 림프구 : y = 0.1184D + 0.01867D
2
+ 0.01

토끼 림프구 : y = 0.0387D + 0.00528D
2
+ 0.01

(y = CB 세포당 MN의 수, D = 방사선 조사량 Gy)

다. 사람에 대한 토끼의 상대감수성을 구하기 위하여 y

= aD + bD
2
+ C를 D = [-a±√(a

2
-4b(C-y))] ÷ 2b 로

전환하여 위의 식을 근거로 세포당 미소핵의 수를 측정

하 고 세포당 0.2개의 미소핵이 발생되는 방사선량의

상대비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사람 림프구에 비하여 토

끼는 0.39배의 방사선 감수성을 나타내었다(표 4).

Table 4. Relative sensitivity of micronuclei (MN) induction

of lymphocyte from rabbit to human lymphocyte

following treatment with gamma-rays

MN pe cell
Human dose(Dh)

required(cGy)
*

Rabbit dose (Dr)

required(cGy)
*

Relative sensitivity

(Dh/Dr)

0.05

0.1

0.2

0.4

0.8

32.16

68.60

132.71

239.19

406.59

91.86

185.59

336.53

568.93

910.62

0.35

0.37

0.39

0.42

0.45

* Calculated from fitting linear-quadratic model.

고 찰

생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생물학적 선량측정의 방법

으로는 분자수준, 세포 유전학적 수준 그리고 세포수준

의 변화 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분자수

준에서의 변화는 계측기 설비에 대한 비용문제와 아직

정확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며 세포 유전학적 수준에

서의 선량측정은 염색체 분석법
11, 22-24

, 미소핵 분석법
17,

21
, 체모

25, 26
등이 이용되는데 고선량 조사시 임계량을

초과하는 경우 측정이불가능해지며, 노출 후 시간 경과

에 따른 수치의 변화, 사람의 경우 체모의 변화를 지표

로하는 시험을 할 수 없는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조혈

이나 정자발생을 이용한 세포수준에서 변화는 방사선

에 민감도가 낮다
4
.

인체에 대한 유전독성 평가는 기타 생물학적 실험법

을 이용하여 투여용량, 경로, 세포의 유형 등을 근거로

수행되며 최종적으로 인체에 대한 결과 도출의 가능성

을 확인하는 것이다. 세포유전학적 분석에 있어서 림프

구는 주로 사용되는 세포로, 비교적 수명이 길고, 정상

상태에서는 분열하지 않으며 표본의 채취가 용이하여

특히 방사선 피폭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측정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
13-16

. 기존의 염색체 분석법에 비하여 미

소핵검사는 염색체 검사에 관한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

없이도 분석이 비교적쉬우며 단기간에 수행될수 있다.

특히 CB 림프구의 사용에따라방사선생물학분야의 연

구는 더욱 용이하다
17-21

.

미소핵은 전리방사선의 직접효과 또는 free radical에

의한 염색체의 centromere의 부재(acentric fragment), 두

개 이상의 centromere 존재, kinetochore의 결손 또는 방



사람, 토끼 및 개 유래 말초혈액 림프구의 미소핵을 이용한 방사선 피폭의 생물학적 선량측정

추사의 손상 등에 의해 세포분열 시 주핵(main nucleus)

에 포함되지 못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27, 28

.

본 연구의 결과를 기존의 염색체이상에 관한 보고
29
와

비교하면 미소핵유도를 통한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은

차이가 있다. 토끼의 경우 염색체이상분석에서의 결과

에 비하여 미소핵분석의 결과,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낮게 나타난 것은 방사선 조사 후 세포질분열 차단제의

투여 시기를 사람과 동일한 시간에 적용함으로서 사람

에 비하여 세포분열의 유도 시기가 빠른
30, 31

토끼 유래

림프구에서, 장해가나타난 세포가 분열중 상당수가 사

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외 미소핵형성 단계에서의

차이 및 Savage의 보고
32
에서 기술된 time-displacement

factor, Tamura등에의해보고
33
된토끼와인체의 lymphocyte

kinetics 차이 등이 연관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

서 개 유래 림프구는 극히 낮은 CB세포 유도율로 인하

여 방사선의 생물학적 측정을 위한 미소핵 검사 시험

적용이 매우 어렵고 결과 판정을 위한 검경에 많은 시

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어 부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개의 림프구를 사용한 미소핵 실험의 보고가 거의 없는

이유가 낮은 CB 세포 형성에 기인 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토끼의 림프구를 사용하여 방사선에

의해 유도된 미소핵을 파악함으로서 방사선 피폭의 생

물학적 선량 측정 연구에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이와같은 결과로 미루어 사람에 대한 생체시험(in vivo

test)을 대신 할 수 있는 실험동물로서 사용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되며, 추후 다양한 동물종에대한 시험이 계속되

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사람, 토끼 및 개 유래의 림프구에서 CB세포의 형성

빈도 및 방사선 조사 후 발생되는 미소핵의 상황을 분

석하여 상호 반응의 차이 및 감수성 등을 조사하고 방

사선 피폭의 생물학적 선량측정 연구에 적용 가능한 실

험동물의 선택 가능성 등을 파악하고자 하 다. 2%의

PHA와 배지 ml당 4μg의 Cyt-B를 적용한 배양조건에서

동물별 CB 림프구는 사람에서 약 31%, 토끼는 11% 으

나, 개에서는 0.1% 이하의 극히 저조한 유도율을 보여

본 연구에 적용이 부적절하 다. 방사선조사에 따라 유

도되는 미소핵을 linear-quadratic model에 적용하여 얻은

곡선식은사람림프구 : y = 0.1184D + 0.01867D
2
+ 0.01,

토끼 림프구 : y = 0.0387D + 0.00528D2 + 0.01 (y = CB

세포당 MN의 수, D = 방사선 조사량 Gy) 다. 세포당

0.2개의 미소핵이 발생되는 방사선량의 상대비를 기준

으로 산출하면 사람 림프구에 비하여 토끼는 0.39배의

방사선 감수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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