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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에서는 거머리의 미세한 해부구조를 3차원 으로 분석 가능한 방사 의 경 엑스선 이미징을 통

하여 객  분석법  생체모사기술 구축을 한 기 자료를 구축하고자 하 다. 우리는 방사 을 이용하

여 거머리의 미세 구조 상을 얻을 수 있었고, 3차원 인 해부학  분석이 가능함을 확인하 다. 한 방사

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내부구조의 미세조직까지 찰 가능하기 때문에 성분 분석  생리 , 기능  

측면으로도 연구의 토 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추후 거머리로부터 생체모사기술 연구 분야 등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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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im to obtain the fundamental data needed for the objective analysis and 

bio-mimetics of leeches, using x-ray imaging with radiation that allows 3D analysis of the 

detailed anatomic structures of leeches. It was confirmed that through using radiation, detailed 

images of leeches can be obtained, allowing 3D analysis of leeches’ anatomical structures. Also, 

since the data obtained through the radiation allows you to observe the micro-structure, it can 

serve as a good resource for component analysis, as well as physiological and functional 

research. More, it is hoped to contribute to further research in the areas of bio-mimetics using 

lee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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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환형동물문 1강인 거머리 구조에 한 연구는 1848

년 Schmidt의 Nerilla antennata(Archiannelida)라는 

환형동물 원시형에 한 연구를 비롯하여 분류, 섭식

법, 소화생리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1]. 이 

환형동물의 형태학  연구 , 소화 에 련한 연구

는 학 미경을 이용한 수 의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최근에는 투과 자 미경에 의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1][2]. 그  장남섭 등의 한국산 거머리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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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세구조 연구에서는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

했을 때, 좀 더 다양한 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보다 

더 세 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 하 다[1]. 소

화  연구 외에 거머리의 상피조직과 분비과립에 

련한 연구도 학 미경과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되어 왔다[3][4]. 한 한국산 거머리의 추출액으로

부터 항thrombin 인자를 분리시켜 heparin cofactor 

Ⅱ의 일부분과 유사성이 있음을 발견한 연구도 있었

다[5]. 

한편, 방사  련한 연구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

되어왔다. 바이오샘 에 련해서는 방사  가속기

(Synchrotron radiation)를 통해 유방의 정상조직과 암

세포조직의 미세구조를 찰한 연구가 있다[6].  유

방암 조기진단법을 해 유방암 환자 두피모발의 구

성성분 분자구조 변화를 찰한 연구도 있다[7].  나

비 펌 의 메커니즘을 밝히기 해 펌  시스템의 동

 거동을 가시화한 연구가 있으며[8], 식물 물 의 수

액 유동과정을 방사 으로 상기법을 이용하여 식물

의 내부구조와 수액의 흐름을 동시 가시화 하여 상호

간의 상 계를 밝힌 연구가 있다[9]. 이처럼 방사

은 체질량 지수[10], 복부비만진단[11], 소아두부의 피

폭선량 모니터링[12], 간세포암의 분석[13], 그리고 피

폭평가[14] 등 다양한 연구에 사용되는 일반 엑스선과

는 달리, 특정 장 의 단색  엑스선 빔을 이용하고 

수십억배의 세기를 갖기 때문에 고감도 상, 나노미

터 단 의 고해상도의 상을 얻을 수 있어 작은 물질

의 미세구조 가시화가 가능하다[15].

거머리는 다양한 생물체에 기생하여 흡 하는 생존

·생리  특성 때문에 용해제 등의 각종 유용물

질을 거머리로부터 분리하여 의약용 목 으로 이용되

고 있다. 이러한 거머리의 표피는 다종의 

polysaccharide와 glycoprotein 등으로 이루어진 액

질로 덮여 있어, 육상과 수상의 모든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머리의 생태에서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액질은 미생물에 한 방어, 물리  공격에 한 방어, 

건조 방지, 종의 구별, 삼투압 조 , 호흡, 동면, 하면 

그리고 배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머리는 몸이 잘려도 계속 흡

을 할 수 있다면 죽지 않고 약 일주일에서 최  몇 년

까지 생존한다는 보고가 있다[1]. 그러나 이러한 거머

리로부터의 생체모사구조기술연구는 3차원으로 미세

하게 분석가능한 장비의 결여로 인해 무하다. 기존

의 연구들을 미루어 보아 거머리의  흡반 횡단면 상

피조직  결합조직에서 찰된 작은 세포들의 집단

은 자 미경 찰에서 근육세포로 확인된 바 있다. 

이들 근육세포들이 원형의 기둥을 형성하면서 상피세

포 에 치하고 있는 것은  흡반의 강한 흡착기능

과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측은 되나 련 상

분석연구 한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거머리의 미

세한 근육조직까지 구분 가능한 방사 을 이용한 엑

스선 이미징을 통하여, 생체모사구조기술 용을 하

여 3차원(3 Dimension; 3D) 객  분석법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부학  구조 분석연구를 하고자 

하 다.

II. 연구방법 및 재료

1. 거머리 
거머리는 국산 참거머리(Hirudo nipponia)를 사용하

다. 환형동물 거머리류는 자웅동체동물이다. 상획

득  리되는 동안에는 먹잇감을 주지 않았다.

연구에 사용되는 거머리는 조직에 손상을 가하는 행

를 없애기 해 metal stain 시약인 PTA 

(Phosphotungstic acid) 시료를 이용하여 stain을 하

다. 거머리가 수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해서 에탄올

로 마취한 후, 샘 이 잠길 정도의 포르말린에 10분 동

안 고정시켰다. 고정을 마치면 샘 을 30% 에탄올 

Dish에 옮기고 3시간 간격으로 진한 농도의 에탄올에 

순차 으로 옮겨 100% 에탄올까지 탈수시키고 최종

으로 시료액에 고정하 다. 탈수액은 Ethyl Alcohol 

99.9% (DUKSAN, Ansan, Korea)와 pure 

water(DUKSAN, Ansan, Korea)를 이용하여 에탄올 

30%, 50%, 70%, 100%를 생성하 다. 상획득을 

한 염색액은 1%의 PTA solution(Quintiles, Surrey, 

USA) 30 ml와 Ethyl Alcohol 99.9%(DUKSAN, A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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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A negative phase-contrast X-ray 2D image

그림 1. The phase-contrast hard X-ray microscope 
with the PLS

그림 2. (a) An anatomical image (b) Optical 
image of a leech

Korea) 70 ml를 혼합하여 만든 0.3%의 PTA 

(Phosphotungstic acid)용액을 이용한다. 이 때, 염색액

의 양은 샘 크기의 20배정도의 양에 담가 놓아야하

며, stain은 20일 동안 시행하 다.

2. 방사광 
방사 가속기는 자총에 의해 발생된 자를 장

링(storage ring)에 입사시켜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

시키는 장치이다. 장링의 궤도를 계속 회 하다가 

원하는 실험 장소에서 빛을 방출시키는데 이것을 방

사 (Synchrotron radiation)이라고 한다. 방사 가속

기 X선 미세 산화단층촬 (X-ray Micro Computed 

Tomography)은 포항방사 가속기(Pohang Light 

Source; PLS-Ⅱ)의 빔라인 6C bio medical imaging에

서 수행되었다(Pohang, Korea). [그림 1]은 연구에 사

용된 6C beamline 장비이다. 빔라인은 multi-pole 

wiggler source를 기반으로 하 고, 단색

(monochromatic beam)을 생성시키기 해 40 Å(Incoatec 

GmbH, Geesthacht, Germany)의 ad-spacing을 갖춘 

한 의 Ruthenium/Carbon (Ru/C)의 다층반사를 활

용한 단색 을 사용하 다(Vactron, Daegu, 

Korea)[16]. 방사  엑스선 이미징 기법은 X선 beam

이 조직을 투과하면서 내부구조에 따라 빛의 상차

(phase contrast)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시화된다. 기본 

원리는 원자크기 정도의 매우 짧은 장의 X-ray 빛

이 물체를 지날 때 생기는 굴 (refraction)과 물체 모

서리에서 발생되는 회 (diffraction)에 기 하고 있다

[9]. 본 연구의 X선 빔 에 지는 23 keV이며 노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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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A negative phase-contrast X-ray tomography 
image (a) tomography image (b) sagittal 
image (c) coronal image (d) axial imag

은 40 ms로 상을 획득 하 다. 샘 은 회  공기 베

어링(air-beaing)을 포함하는 정  스테이지에 장착하

다(ABRS-150MP- M-AS, Aerotech, Pittsburgh, 

PA)[17]. 방사선투과사진은 4배 물 즈(UPLSAPO04X, 

Olympus, Japan)와 CMOS 카메라(Zyla, Andor, 

Belfast, UK)를 갖춘 신틸 이션(scintillation)에 50 ㎛ 

두께로 Cerium으로 도핑 된 Yttrium aluminium 

garnet(YAG:Ce; Crytur, Turnov, Czech Repulbic)을 

채택한 X선 촬  미경(Optique Peter, Lentilly, 

France)을 이용하여 샘  120 mm를 기록하 다[18]. 

X선 미경에 단색 을 이용하게 되면 시료에 따라 

흡수방법이 다르게 되어 일반 미경과는 달리 물질

의 미세구조까지 찰 할 수 있게 된다. 한 방사 이 

수십억배의 세기를 가져 좁은 면 에도 집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해상도 상을 얻을 수 있다. 픽셀 

크기는 1.64 ㎛이다. CT 복원과 3차원  상 가시화 

 분석은 Octopus(Inside Matters, Aalst, Belgium)와 

Amira(FEI, Hillsboro, Oregon)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III. 결과 

[그림 2(b)]는 CMOS Type의 Image Snsor가 장착

된 MUC-500 모델형의 마이크로스코 를 이용하여 

얻은 거머리의 마이크로스코피 상이다. VMS3.5의 

상계측 로그램을 이용하여 획득하 다. 미경학

 상을 거머리 해부도 [그림 2(a)]와 비교하여 외부

형태학 으로 살펴보면 , 후 흡반의 치가 확인된

다. 거머리의 턱과 항문의 치 한 알 수 있다. 이 

상에서 상피조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거머리의 

몸 표면에서만 볼 수 있는 환 (annulus)을 찰할 수 

있다. 이런 고리 하나를 체환(annulus)이라고 하는데 

5체환(annulus)을 1체 (segment)이라고 한다. 거머

리는 일정 수의 체 (segment)을 갖고 있는데 본 샘

은 19체 (segment)이다.

[그림 3]은 방사 을 통해 얻은 2D image이다. [그

림 2(a)]와 비교하여 해부학 인 내부구조를 알 수 있

다. 거머리는 방 흡 (head sucker)에 턱(jaw)을 갖

고 있으며 침샘(salivary gland)와 식도(esophagus)를 

찰할 수 있다. 거머리의 (stomach)는 6개의 방( 

chambers)로 이루어져 있고, 장 (intestine)은 3개의 

방(chambers)로 이루어져 있고 구불구불한 구조를 

찰 할 수 있고, 그 끝에 직장(rectum)과 항문(anus),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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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3D reconstructed image

리고 후방 흡 (posterior sucker)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소화  연구에서도 확인 할 수 

있었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다. 

[그림 4]는 stage를 0∼180 ° 회 시켜 총 180장을 

얻은 단층(tomo-graphy) 상 데이터를 octopus(Inside 

Matters, Aalst, Belgium) 로그램을 통해 복원

(reconstruction)을 하고, AMIRA(FEI, Hillsboro, 

Oregon) 로그램을 통해 3차원 인 상을 구성하여 

얻은 데이터를 거머리 구조의 sagittal, coronal, axial 

각 방향의 단층면에서 내부 구조를 분석하 다. (b)

상은 sagittal 상이다. 검게 나타난 빈 공간의 직장과 

장  그리고 타원 형태의 (stomach)의 공간이 찰 

가능 하 다.  상피세포 에 치하여  흡반의 흡

착기능과 계가 있을 것이라 측되며, 머리 내부에

서 둘러싸고 있는 근육(muscles)과 그 에 하얗게 나

타는 여러 개의 콩팥 (nephridium)도 찰할 수 있

다. 방 쪽에 있는 넓게 분포하고 있는 침샘(salivary 

gland)도 확인 가능하 다. 이러한 해부학  정보는 

거머리 특유의 흡착 기능, 그리고 생존기간과 련 있

는 소화기 의 3차원  정보를 복원함으로서 련 생

체모사구조기술의 데이터베이스로 활용될 수 있다. 더

불어, 기존 자 미경 분석 방식의 처리 과정에 의

해 손실되었던 수축 등에 의한 정보가 원형그 로 복

원됨으로서 체 , 소화기 의 정상 인 복원의 장 을 

확인할 수 있었다.

(c) 상은 coronal 방향의 상이다. (a)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장 의 단면에 축을 두어 찰하

다. 이 때에는 sagittal, axial 방향에서는 구분하기 힘

든 맹 (caecum)과 신경 (ganglion)과 같은 특정 구

조물을 찰 할 수 있다. (d) 상은 axial 방향의 단면

상이다. 마찬가지로 양쪽 끝의 둥근 정도로 , 후방 

흡 의 방향을 알 수 있고, 콩팥 (nephridium)과 근

육(muscles)이 확인 가능하 으며 침샘(salivary 

gland) 한 확인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stomach)

의 내부형태도 일부 찰 가능하 고 특히 coronal 

상에서는 연동운동에 필요한 3 chambers의 구불구불

한 장  형태가 뚜렷하게 찰 되었다. 

[그림 5]는 3D 복원(reconstruction)한 상이다. 거

머리 내부구조의 단면상에서 찰 할 수 있었던 침샘

(salivary gland), 6개방의 (stomach), 콩팥

(nephridium), 3부분의 장 (intestine), 후 흡

(head sucker)이 확인되었다. 

IV. 고찰 

포항방사 가속기의 6C BMI 빔라인(Bio Medical 

Imaging beamline)을 이용하여 PTA 시료로 stain한 

거머리의 해부학  구조 상을 획득하면서 기존에 

있던 방식( 학 미경)으로 얻은 형태학  상보다 

고해상도의 3차원 이미징이 가능하 다. 이 상으로 

거머리의 소화  구조분석  내부의 미세 구조를 분

석할 수 있었다. 소화 은 방 흡 (head sucker),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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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salivary gland), 식도(esophagus), 6개의 방으로 된 

(stomach), 3개의 방으로 된 장 (intestine), 직장

(rectum) 그리고 항문(anus)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내

부의 미세구조는 연구기간 동안 거머리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해부학  구조 구분이 수월하여 

소화 을 구성하는 각각의 구조물들을 찰할 수 있

었다. 

지 까지 거머리 련하여 해부학  분석 연구가 많

이 진행되어왔다. 장남섭 자의 한국산 거머리

(Erpobdella lineata)의 소화  미세구조 연구에서는 

기존의 거머리 연구와의 차이 을 밝히면서 와 장

이 연결된 부 에 한정된 수축부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 내면 상피세포의 상단부에서 찰된 

미세 융모 길이가 기록과 다르다는  등을 언 하면

서 이는 종의 차이에서 비롯된 상이라고 하 다[1]. 

한편, 방사  련한 연구로는 미세구조를 분석하여 

새로이 선보이는 상을 보인다거나 메커니즘을 밝히

는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를 들어 방사

 상차 미경을 이용하여 여성 유방의 정상조직

과 섬유선종, 유방암조직의 고해상의 상을 얻어내어 

다양한 상태의 미세구조 찰이 가능하 다[6].  가

속기 X선 상기법을 이용하여 식물 뿌리털의 물 흡

수과정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하 고 물 의 내부조직 

구조물에 한 정보 한 확인할 수 있는 연구도 진행

되었다[19]. 우리가 진행한 본 연구는 거머리의 해부학

 구조를 방사  가속기를 통해 상을 얻어 분석하

면 기존의 방법으로 얻은 상들보다 체 인 내부

구조를 세 하게 확인 할 수 있고, 3차원 인 데이터

를 얻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아지는 장 이 있다. 따라

서 향 후, 3D 린  기술과 연계하면, 바이오 샘 의 

교육  콘텐츠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20-22]. 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로 미세조직까

지 찰 가능하기 때문에 거머리 특유의 흡착기능과 

련된 조직학  생체모사기술 분석 연구 그리고 생

존 능력과 연 된 소화기 의 생리 , 기능  측면으

로도 연구가 진행된다면 객  련 단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우리는 방사  가속기를 이용하여 거머리의 해부학

 내부구조를 분석하는 연구를 하 다. 방사 을 이

용한 거머리의 해부학  구조분석연구를 통해, 기존의 

다른 방법보다 고해상 상을 획득할 수 있고, 3D 데

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활용도 높은 해부학 구조

분석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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