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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cological Health Screening Assessment of Agricultural area using 

Biomarkers and Bioindicators in Misgurnus Anguillicaudatus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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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d the screening level assessment of ecological health using four biomarkers and four 

bioindicators of Misgurnus anguillicaudatus as a indicator species in agricultural area of South Korea during 

May-June 2011. The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EDC) indicators, such as vitellogenin (VTG) and 

gonado-somatic index (GSI),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agricultural site (p>0.05), indicating no 

effects. The biomarkers and bioindicators were compared between two sites of reference site (RS) and the 

agricultural site (AS) for screening assessment of ecological health. The ethoxyresorufin-O-deethylase (EROD) 

activity, acetylcholinesterase (AChE) activity, and DNA damage were significantly changed in the AS 

compared with the RS (p<0.05). But the individual level bioindicators such as condition factor (CF), 

hepato-somatic index (HSI), and gonado-somatic index (GSI)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reference 

site (RS). These results may indicate impairments of ecological health by toxic chemicals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Current this study is based on screening assessment of biochemical and individual level biomarkers 

and bioindicators, so further study is required additional biomarkers and population or community level 

bioindicators for more specific health assessments in agricultur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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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disrupting chemicals, EDCs)

은 내분비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외인성 합성화학물

질(exogenous synthetic chemicals)로서 생물체의 내분비 

신호경로(endocrine signaling pathways)와 상호작용 하여 

내생호르몬(endogenous hormone)의 정상적인 합성이나 물

질의 이동 및 작용 등의 기능을 방해하고, 생물체의 발달 또

는 생식(reproduction)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Crews et al., 

2000). 특히 일부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환경에 노출될 경우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어렵고, 잔류성이 높기 때문에, 낮은 농

도의 노출도 생물의 먹이사슬을 통해 생태계에 문제를 야기

하게 된다(김과 이, 2001).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활

발하게 진행되면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종류 및 생물에 미

치는 영향이 널리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다양한 규제 방안

과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이 개발되면

서, 어류에서 포유류까지 다양한 생물에서 번식력 및 부화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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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감소, 양성성(intersex)과 같은 생식관련 기능의 영향들

이 보고되었다(Colborn et al., 1993; Jobling et al., 1998). 

특히,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최

근에는 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생물의 영향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생물지표(biomarker)를 이용한 평가 기법이 주목 받고 있다

(Dickerson et al., 1994; USGS, 2000; Kim et al., 2012). 

대표적인 사례로 국제협력기구인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는 내분비계 장

애물질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위한 방법으로서 2차 성징, 

vitellogenin(VTG) 등의 생물지표(biomarker) 반응을 통해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을 평가 할 수 있는 국제적 표준화 

시험법(OECD Test Guideline 230)을 발표 하였으며(OECD, 

2009),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포함한 환경오염물질이 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생물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다

양한 기법이 개발 되었다(Adams et al., 1999; Yeom et al., 

2007; 안 등, 2001).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인한 피해의 규모와 작용 메카니

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았으며(이 등, 2010), 다

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OECD에서 제시한 독성 시험 어

종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서식하지 않는 종으로서, 토착 어류

(endemic species)의 개체군 유지와 생식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OECD, 2009). 둘째, 내

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2차 성징과 VTG 

등의 생물지표만으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 및 생태계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에서 적용된 생물지표를 이용한 생태계 건강성 평가

는 대부분 하천이나 호수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농업지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넷째,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된 다양한 오염

물질 중 농약의 경우 작물의 생산성 및 품질을 높이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일부 물질들이 내분비계 교란물질 혹

은 의심물질로 분류되어 있고(하 등, 2009), 식품의 안전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농약의 사용 및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하

지만 우리나라에서 벼 재배용으로 살포되는 농약은 광범위한 

지역에 살포되고(이 등, 2011), 살포 시기가 일정하지 않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이렇게 살포된 농약은 물을 이

용한 재배 특성 및 강우에 의해 지하수나 인근 수생태계로 쉽

게 유입되어 수 생태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일부 잔류성이 높고 내분비계 장애 의심 농약의 경우 토

양 및 수생태계를 순환하며 생물체에 축적되기 때문에(Albanis 

et al., 1998; 이 등, 2008) 농업 지역에 대한 생태계 건강성 

평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약의 사용이 많은 농경지를 대상

으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본토종 미꾸리(Misgurnus angui-

llicaudatus)를 지표종으로 선정하여 OECD TG 230에서 제

시하는 생물지표(VTG, 2차 성징)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지표

(EROD, AChE, DNA damage, CF, HSI, GSI, DELT 

abnormalities)를 적용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을 포

함한 생태계 건강성을 스크리닝 평가 하고, 추가적으로 수행

되어야 하는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지표어종 및 조사 지점 선정

본 연구에서는 농업지역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실시

하기 위해 미꾸리(Misgurnus anguillicaudatus)를 지표종으

로 선정하였다. 미꾸리는 하천과 농경지 등 우리나라에 전국

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채집이 쉽고, 잡식성으로서 다양한 먹

이원의 영향을 반영 할 수 있으며, 내성종으로서 일정 수준의 

오염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한 성체의 크기

는 평균 15 cm 정도로 생물지표 분석을 위한 샘플 확보가 

쉽고, 우리나라에서는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국민

들의 관심도가 높으며, 현재 미꾸리는 국내 농약 등록을 위한 

환경생물 독성시험의 시험 종으로 농촌진흥청 고시를 통해 

지정되어 있다(박 등, 1997; 농촌진흥청, 2010). 

본 연구의 조사지점은 충청남도 서천군 기산면에 위치한 

평야지대이며 농약의 사용과 미꾸리의 서식이 확인된 농수로

를 조사지점(agricultural site; AS)으로 선정하였고, 대조지

점(reference site; RS)으로서 충청남도 부여군 충화면 상천

곡제 인근의 산간계류형 소하천을 선정하였다(Fig. 1). 농업 

지점(AS)은 주변에 대규모 농경지가 조성되어 있고, 축산폐

수 및 농약 등과 같은 오염물질의 유입이 예상되었으며, 농촌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폐비닐 및 쓰레기의 소각으로 

dioxin 등과 같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유입도 예상되는 지

점 이었다(서 등, 2005). 또한 경작을 위해 인위적으로 농수

로를 직선화하였고, 제방의 잡초 제거를 위해 농약 사용이 빈

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서식지 교란과 농약 등 오염물질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점 이었다. 한편, 대조지점(RS)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었으며, 인근에 농경지가 없어 농약이나 

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농업 지점(AS)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지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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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ap showing sampling sites in agricultural area.

어류 채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꾸리에 대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

을 확인하기 위해 제초제와 살충제의 사용이 증가하며, 강우

의 영향을 적게 받는 2011년 5월-6월에 채집을 실시하였다. 

채집 도구는 조사지점의 하폭이 협소하고 수생 식물 및 장애

물이 많은 조사지점의 특성에 따라 족대(망목: 4×4 mm)를 

이용하였고, 채집 시간은 60분으로 제한하였으며, 조사거리

는 상류에서 하류까지 50 m에 걸쳐 실시하였다. 채집된 미꾸

리는 현장에서 외형적 기형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DELT(deformation, erosion, fin lesion, tumor) 이상 증상

을 관찰하였고, 생물지표 분석을 위해 체장이 12 cm 이상인 

개체를 암, 수 각각 15 마리씩 분리하여 아이스 박스에 담긴 

어통에 넣어주었다. 또한 실험실 이동간에 발생 할 수 있는 

온도 및 산소 부족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온은 

현장 수온과 차이가 나지 않도록 평균 18-20℃를 유지하였

고,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여 실험실로 옮겨 주었다.

생물지표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적용한 생화학적 생물지표로서 ethoxyresorufin- 

O-deethylase(EROD), acetylcholinesterase(AChE), vitellogenin 

(VTG), DNA damage(Comet assay)를 분석하였고, 개체수준

의 생물지표로서 condition factor(CF), hepato-somatic index 

(HSI), gonado-somatic index(GSI) 및 DELT abnormalities(%)

를 분석 하였다. 

VTG 분석은 동의대학교에서 제작한 미꾸리 항체를 이용

하여 Vitellogenin ELISA kit(Biosense, Norway) 매뉴얼에 

따라 실시하였다. 미꾸리의 간을 이용한 hepatic EROD activity

의 분석은 Kennedy and Jones(1994)의 방법을 미꾸리에 맞

게 수정하여 실시하였고, DNA damage 분석을 위한 comet 

assay는 미꾸리의 혈액을 이용하여 Singh et al.(1988)의 방

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AChE 분석은 Ellman et al.(1961)의 

colorimetric assay를 바탕으로 제작한 해양연구원의 ABC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개체수준의 생물지표 분석 방법

은 미꾸리의 체중, 체장, 간 및 생식소의 무게를 측정하여 아

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Ham et al., 1997).

∙ Condition factor(CF) = (체중(g) × 100)/체장
3
(cm) 

∙ HSI = 간의 무게(g) × 100/체중(g)

∙ GSI = 생식소의 무게(g) × 100/체중(g)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생물지표 분석을 통해 획득한 자료는 정규성

(Shapiro-Wilk test)과 등분산(Levene-test) 분석을 실시하

였고, 정규성과 등분산 만족 여부에 따라 log 또는 square- 

root 변환을 실시하였다. 생물지표별 두 지점간의 차이를 확

인하기 위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고, 자료의 특성에 

따라 비모수 검정법(Kolmogorov-Smirnov tes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 분석은 SYSTAT 12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SYSTAT,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화학적 생물지표 분석

VTG는 암컷에서 생산되는 성호르몬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컷에서 극히 미량으로 존재하고,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

향을 반영하는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대조지점(RS)에서 

채집된 미꾸리의 VTG 농도는 수컷과 암컷에서 각각 평균 

8.92, 348.5 ng/mL로 측정되었고, 농업 지점(AS)에서 채집

된 미꾸리의 수컷과 암컷에서 각각 평균 11.92, 587.68 

ng/mL로 측정되어 농약 등 화학물질의 영향이 비교적 높은 

농업 지점(AS)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Fig. 2-a). 어류

는 농약, 중금속, PAHs, PCBs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노

출 되었을 경우, 수컷의 VTG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Denslow et al., 1999). 또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을 받은 어류는 수컷이 암컷과 비슷한 수준의 높은 V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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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VTG concentration (a), EROD activity (b), 

DNA damage (c), and AChE activity (d) in the male and 

female Misgurnus anguillicaudatus of reference site (RS) and 

agricultural site (AS). The each value was expressed as mean 

± standard deviation. The asterisk indicates was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from the reference site (RS). 

농도를 보이고, 수컷이 암컷화 되면서 성구별이 어려워지며, 

수컷의 정소 발달을 억제하여 최종적으로 개체군 및 군집 수

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nslow et. 

al., 1999). 본 연구에서는 대조지점(RS)에 비해 농업 지점

(AS)에서 수컷 VTG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수

컷의 VTG 농도는 암컷에 비해 약 1/40배 수준으로 낮게 나

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선행연구와 

같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a)).

EROD는 외부 오염물질이 생물체에 유입되었을 때, 간

(liver)에서 유도되는 단백질로써 중금속, PAHs 및 PCBs 등 

특정 오염물질에 노출 되면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nck et al., 2007). 대조지점(RS)에서 채집된 미꾸리

의 EROD 활성도는 평균 0.01 pmol/mg protein/min으로 측

정되었고, 농업 지점(AS)에서 채집된 미꾸리의 EROD 활성

도는 평균 0.08 pmol/mg protein/min로 측정되어 대조지점

(RS)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Fig. 

2-(b)). EROD 활성도는 제지공장, 하수종말처리장, 산업폐

수처리장 등의 점오염원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m et al., 1997, Adams et al., 1999). 

본 연구 결과 농업 지점(AS)에서 EROD 활성도의 증가는 앞

서 언급한 특정 오염물질들의 노출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Adams et al.(1999), Yeom et al.(2007)에 따르면 

EROD 활성도는 이러한 오염물질의 영향과 더불어 pH, 수

온 등의 수질 환경요인이나 산란기 암컷의 성호르몬 농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본 연구가 어류의 산란기에 

실시된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산란기에 따른 영향도 일부 나타

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지점(RS)에서 DNA damage(comet assay)를 분석한 

결과 tail extend moment는 평균 28.5로 나타났고, 농업 지

점(AS)에서는 평균 43.7로 대조지점(RS)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Fig. 2-(c)). 일반적으로 생

물의 DNA는 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상태로 존재하지만, 

PAHs, 중금속, 살충제, 제초제 등의 인위적 스트레스나 급격

한 환경변화(자외선, 수온 변화, 물리적 교란)에 의해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ichard and Steinert, 

2003; Kim et al., 2000). 따라서, 농업 지점(AS)의 미꾸리는 

대조지점(RS)에 비해 DNA 손상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이 상

대적으로 많거나 급격한 서식지 조건의 변화에 따라 DNA 

손상 정도의 차이가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었다(Lee and 

Kim, 2002). 

AChE은 신경전달 물질인 acetylcholine을 분해하는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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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asurements of various bioindicators of Misgurnus anguillicaudatus collected from the agricultural area, May 2011, Korea

Bioindicators Sex
Sampling site

Reference site (RS) Agricultural site (AS)

CF
a)

M&F 0.54±0.07e) 0.52±0.06

HSI
b)

M&F 0.94±0.34 1.05±0.37

GSI
c)

M 0.62±0.24 0.66±0.26

F 9.78±5.12 11.8±4.62

DELT (%)
d)

M&F 0 12.5
a)
Condition factor (CF) = (tatal weight⨯100)/(total length)

3

b)
Hepato-somatic index (HSI) = (liver weight⨯100)/total weight

c)
Gonado-somatic index (GSI) = (gonad weight⨯100)/total weight

d)
% of Deformation, Erosion, Lesion, Tumor (DELT) abnormalities

e)
Data in table were arithmetic mean±standard deviation

로서 신경전달 작용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유도해 주는 

효소이다(Jung et al., 2007). 본 연구 결과 대조지점(RS)에

서 분석한 AChE 활성도는 평균 948.5 pmol/mg protein/ 

min으로 나타났고, 농업 지점(AS)에서는 평균 458.6 pmol/ 

mg protein/min으로 나타나 대조지점(RS)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inhibition)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Fig. 2-(d)). 이

는 AChE 활성도에 영향을 주는 물질이 주로 신경계에 작용

하는 농약으로 알려져 있고(Armin et al., 2007), 농업 지점

(AS)에서 작물 재배를 위해 대조지점에 비해 농약이 빈번하

게 사용되며, 농약 살포 직후에 조사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였

을 때 오염원이 없는 대조지점(RS)에 비해 농업 지점(AS)에

서 농약에 의한 AChE 활성도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

용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개체수준의 생물지표 분석

개체수준의 생물지표인 CF는 대조지점(RS)과 농업 지점

(AS)에서 각각 평균 0.54, 0.5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CF는 먹이나 영양염류의 공

급이 풍부한 지역에서 증가하고(Kim and Yeom, 2009; 

Yeom et al., 2007), PAHs나 중금속 등의 독성물질의 영향

을 받을 경우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Adams et al., 

1999). 본 연구의 조사지점은 모두 수생식물이 잘 발달되어 

있고, 어류의 먹이원이 될 수 있는 수서곤충과 조류(algae) 등

이 쉽게 관찰되어 먹이에 따른 CF의 영향은 적은 것으로 사

료되었다.

HSI는 어류의 물질대사 및 오염물질의 영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지표로서, 독성물질에 노출되면 정상보다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SGS, 2000; Adams and McLean, 

1985). HSI 분석 결과 대조지점(RS)과 농업 지점(AS)의 평

균 HSI 값은 각각 0.94, 1.05로 대조지점(RS)과 농업 지점

(AS)의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대조지점

에 비해 농업 지점(AS)에서 채집된 미꾸리의 간이 상대적으

로 비대해진 경향을 보였다(p>0.05, Table 1). 이는 농업 지

점(AS)에 서식하는 미꾸리가 HSI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어류의 에너지 소비 및 생식지표로 사용되는 GSI는 암컷

과 수컷 모두 대조지점(RS)에 비해 농업 지점(AS)에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Table 1).

본 연구에서 어류의 외적 기형(DELT) 분석을 위해 채집

된 미꾸리는 총 124 개체로서 대조지점(RS)에서 68 개체, 농

업 지점(AS)에서 56 개체가 채집되었다. DELT 분석 결과 

농업 지점(AS)에서 채집된 미꾸리는 외형기형(deformation) 

1 개체, 피부 짓무름(skin erosion) 4 개체와 지느러미 손상

(fin lesion) 2 개체가 확인되어 DELT 비율이 12.5%로 나타

났다. 반면 대조지점(RS)에서는 외적 손상을 보이는 개체가 

발견되지 않았다. DELT 증상은 어류의 질병에 대한 면역력

이 감소하거나 혹은 물질대사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외형

적으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특히 PAHs, 중금속, 

농약 및 부영양화 등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두드러지게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ankin et al., 1999). 본 연구 

결과 농업 지점(AS)에서 DELT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농업 지점(AS)의 서식지 특성상 퇴적물이 많고, 비료 살포 

등에 의해 부영양화 되어있으며 농약 등의 오염물에 노출되

어 있기 때문에 어류가 외부 손상이 생길 경우 쉽게 회복 되

지 않고, 미생물 등에 의한 2차 감염으로 DELT의 비율이 증

가하였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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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건강도 스크리닝 평가

본 연구에서 생화학적 및 개체수준의 생물지표들을 분석

한 결과, VTG와 GSI 등의 생물지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농업 지점(AS)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농업 지점(AS)의 

EROD, AChE, comet assay 반응에서 대조지점(RS)에 비

하여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고, HSI와 DELT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조지점(RS)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농약 등의 화학물질의 영향이 높은 농업 지점(AS)의 건

강도가 대조지점(RS)에 비해 상대적으로 악화되었기 때문으

로 판단되었으며, 오염물질이나 환경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대조지점(RS)에 비해 크게 나타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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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평가연구소 환경독성연구센터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 및 생태계 건강성의 스크리닝 평가를 위해 미꾸리를 지표종으로 선정하여 

대조지점(RA)과 농업지점(AS)에서 biomarker 4가지 항목과 bioindicator 4가지 항목을 포함하여 총 8가지 항목의 생물지표를 

분석하였다. 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생물지표의 분석 결과 독성 화학물질의 영향을 나타내는 ethoxyresorufin-O-deethylase 

(EROD), acetylcholinesterase(AChE) 및 DNA damage 등의 생화학적 생물지표는 대조지점(RA)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영향을 반영하는 vitellogenin(VTG)는 농업지점(AS)에서 유의한 차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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