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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ytogenetic and hematological analysis was performed in peripheral blood obtained from pigs

bred in the high background radiation areas (HBRA) (Cheongwon-gun and Boeun-gun) and a control area.

The frequencies of gamma-ray induced micronuclei (MN) in the cytokinesis-blocked (CB) lymphocytes at

several doses were measured in three pigs. An estimated dose of radiation was calculated by a best fitting

linear-quadratic model based on the radiation-induced MN formation from the swine lymphocytes exposed

in vitro to radiation over the range from 0 mGy to 1,969 mGy. The measurements performed after irradiation

showed dose-related increases in the MN frequency in each donors.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a

linear-quadratic model with a line of best fit of y = 0.0005404D2 + 0.04237D + 0.00833 [y = number of

MN/cytokinesis-blocked (CB) cells and D = irradiation dose in Gy]. MN rates per 1,000 CB lymphocytes

of pig from the HBRA (Cheongwon-gun, Boeun-gun) and the control area were 6.70 ± 2.36, 9.00 ± 3.50

and 11.00 ± 2.98, respectively. The MN frequencies of CB lymphocytes from pigs bred in three areas means

that the values are within the background variation in this experiment. The MN frequencies and

hematological values were similar regardless of whether the pigs were bred in the HBRA or the contro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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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명체는 환경에 천연적으로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

노출되어 살아왔다. 자연 방사선은 대부분 지구 구성물

질에 함유된 우라늄이나 토륨 등의 붕괴계열에서 생성

된 라돈(Rn) 등의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유출되는 방사

선과 지구 밖으로부터 유입된 우주선이 있다. 환경에는

이러한 자연 방사선 외에 과거의 핵실험이나 원자력 시

설물에서 유출된 방사선과 같이 ‘인공방사선’이 존재한

다. 이와 같은 환경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

사선을 통칭하여 ‘환경 방사선’이라 한다 [27].

환경 방사선은 방사선이 인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1945

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의한 수십만의 대량 피폭

사와 상해자 및 그 후손들을 대상으로 방사선에 관한 영

향조사를 하여 왔다. 강대국의 핵개발에 따르는 핵실험

의 영향으로 더욱 환경 방사선의 문제가 제기되던 상황

에서 1979년 미국의 TMI 원전 사고는 그 안전성에 대

한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1986년 구소련 체르노빌

사고와 1993년 러시아 톰스크-7 군사용 핵 재처리 시설

의 방사성 물질 누출사고를 통하여 국제적인 원자력 시

설의 안전성과 방사선 환경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기 시

작 하였다 [28].

환경 방사선은 그 영향이 시간 및 공간 범위의 확대

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일정수준 이상의 환경 방사선

이 주위 환경에 폭넓게 분포하게 되면 장시간의 붕괴 기

간 동안에 많은 생물체에 영향을 미칠 확률이 높아진다.

항상 조사되고 있는 자연 방사선에 부가하여, 방사선을

직접 이용하는 의료진단, 치료 등의 인공 방사선에 의한

방사선의 영향을 받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부지역은 인

공 방사선의 특별한 요인은 없으나 천연 우라늄 함량이

비교적 높은 옥천지향사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자연 방

사선이 타 지역에 비해 높다. 옥천계의 광상이란 옥천

퇴적암의 퇴적작용에 수반되는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원소의 농집으로 형성된 광상을 뜻한다. 옥천 퇴적

암 중의 흑색 점판암은 지역적으로 비교적 높은 탄질물

의 함유로 저질탄으로 개발되어 왔는데 탄층의 어떤 층

분에서는 방사능 이상이 나타난다는 사실이 알려져 왔

으며, 핵연료 자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

다. 우리나라의 중부 지역 일부는 다량의 우라늄 매장량

을 보이는 지역이 있으며 이 지역에는 행정구역상 충북

괴산군 일부지역, 청원군 일부지역, 보은군 일부지역이

해당된다 [3, 4]. 

동물은 주위 환경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영향을 받는다. 방사선을 비롯한 물리적 유전장해 유발

물질 및 농약 등의 화학적 유전장해 유발물질에 의해 돌

연변이, 대사장해, 생식이상, 면역저하 등의 증상을 일으

킬 수 있다. 특히 애완동물을 비롯한 가축은 인간의 생

활환경을 공유한다는 관점에서 대상 자체의 장해뿐 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유해인자의 작용을 대변할 수 있어

주위 환경의 유해성 평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 [6, 22]. 

돼지는 중부동원체(metacentric)형의 염색체를 가진 동

물로서 핵 및 DNA의 양이 인체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12]. 돼지 유래 세포에서 미소핵(micronuclei,

MN)의 측정은 대부분 미성숙적혈구에서 형성된 미소핵

을 관찰하는 방법을 적용한 연구 [15, 30, 31]로서 세포

질 분열차단(cytokinesis-blocked, CB) 림프구에서의 관찰

은 최근 김 등 [14]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국내

원자력 시설의 생물학적 안전성 평가에 적용되기도 하

였다 [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자연 방사선 고

준위 지역의 하나인 충북 청원군 및 보은군에서 사육된

돼지를 대상으로 혈액학적 분석 및 세포질 분열 차단 림

프구에서 미소핵 형성 정도를 파악하여 방사선 생물학

적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혈액 수치 관찰

실험대상 돼지의 말초혈액을 헤파린이 첨가된 vacu-

tainer에 채취하여 동물전용 혈구분석기(Hemavet 850+,

CDC Technologies Inc., USA)를 사용, 백혈구, 적혈구 및

혈소판의 상태를 검사항목 별로 분석하였다. 백혈구는

총백혈구, 호중구, 림프구를 감별 측정하고 총수를 산출

하였으며, 적혈구는 총적혈구, hemoglobin, hematocrit 등

을 산출하였다. 

실험세포 및 배양

시험적 방사선 조사 후 선량-반응식을 도출하기 위하

여 광주인근 지역의 건강한 3두의 돼지 말초혈액을 사

용하였고, 자연방사선 고준위 지역인 청원 및 보은지역

2개 사육 농가의 돼지(Landrace, 4-5개월령) 및 전남 대

조 지역 사육 돼지(5개월령) 각 10두의 혈액을 채취하여

자연방사선 고준위 지역 사육 돼지 실험군과 대조지역

사육 돼지 실험군으로 적용하였다. Histopaque-1077

kit(Sigma, USA)를 이용하여 림프구를 분리하여 HBSS

(Sigma, USA)에 수세한 후 15%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Hyclone, USA), L-glutamine(Sigma, USA), 2-

mercaptoethanol(Sigma, USA)과 항생제가 첨가된

RPMI1640(Gibco BRL, USA) 배지에 부유시켰다. 림프

구는 multi-well tissue culture plate(Falcon; Becton

Dickinson, USA)를 사용하여 배지 ml당 5×105개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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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37o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지 ml당

2%의 phytohaemagglutinin(PHA; Sigma, USA)을 첨가하

고 4 µg의 cytochalasin B(Cyt-B; Aldrich Chemical, Ger-

many)를 첨가하여 이핵세포를 얻었다.

방사선조사

시험적 방사선 조사 후 선량-반응식을 도출하기 위하

여 적용된 광주인근 지역의 건강한 3두의 돼지 말초혈

액에서 분리된 림프구는 멸균된 polystylene tube(Falcon,

Becton Dickinson, USA)에 분주하여 PHA첨가 직전에 0,

246, 492, 739, 985 및 1,969 mGy의 60Co 감마선을 분

당 2,110 mGy의 선량율로 1회 조사(Theratron-780

teletherapy unit; AECL, Canada)하였다.

Cytokinesis-blocked method 

Cyt-B는 dimethylsulphoxide(Sigma, USA)에 ml당 2 mg의

양으로 원액을 만들어 −70oC에 보관하였으며 배지 ml당

4µg의 용량을 배양 44시간에 첨가하였다. 배양개시 후 72

시간에 세포를 수확하였으며 cytocentrifuge를 이용하여 검

경용 표본을 만들고 건조 후 Diff Quik kit(International

Reagents, USA)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미소핵의 검경 및 통계 분석

미소핵은 유침하에서 1,000배 배율의 현미경으로 관

찰하였으며 주핵에서 분리된 구형으로 지름이 주핵의

50% 이하이며 이핵세포의 세포질내에 존재하여야 하고

빛의 반사와 같은 형상이 없고 염색성이 주핵에 비하여

진하지 않은 것을 미소핵으로 판정하였다 [5]. 모든 성적

의 통계 분석은 Graph PAD In Plot program을 사용하였다.

결 과

자연 방사선 고준위지역 및 대조지역 사육 돼지의 혈

액학적수치에서 각 군사이의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

으며 방사선 장해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림프구의 수치

의 감소도 없었다(Table 1).

예비실험에서 세포질분열 차단 림프구, 즉 2개의 핵

을 가진 림프구의 유도는 PHA 2% 투여군에서 높게 유

도되었고, Cyt-B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전체림프구에

대한 이핵 림프구의 유도율은 증가하였으나 4핵 세포의

유도율과 Cyt-B 자체의 세포독성을 고려하여 최적농도

는 배지 ml당 4 µg으로 통일하였다. 위의 조건에서 배

양된 림프구에서 이핵 림프구는 약 18%였다. 

시험적 방사선 조사에 따른 미소핵의 발생 양상은

Table 2와 같으며 방사선조사에 따라 linear-quadratic

model을 적용하여 얻은 곡선식은 y = 0.0005404D2+

0.04237D + 0.00833(y = CB 세포당 MN의 수, D =방사

선 조사량 Gy)였다.

고준위지역(청원 및 보은)과 대조지역 사육 돼지의 미

소핵 발생은 1,000개의 세포질분열차단림프구 당 각각

6.70 ± 2.36, 9.00 ± 3.50 및 11.00 ± 2.98개였으며. 대상 돼

지의 모든 개체에서 세포 당 2개 이상의 미소핵을 가진

경우는 없었다(Table 3). 조사 대상 돼지의 미소핵 발생

빈도를 시험적 방사선 조사 후 얻은 방사선량-반응식에

대입하여 추정선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y = aD + bD2+

C를 D = [−a ± (a2 −4b(C−y))] ÷ 2b로 전환하고 위의

식을 근거로 세포 당 미소핵의 수를 대입한 바 추정선

량은 3지역 사육돼지 모두 100 mGy 이하로 추정되었다.

고준위 지역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으며, 대조지

역에 비하여 청원 지역의 수치가 유의성 있게 낮은 수

치를 나타냈다. 

고 찰

방사선 피폭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측정 방법으로 세

포유전학적 분석법인 미소핵 검사시 림프구를 주로 사

 

Table 1. Hematological values in pig of high background radiation areas (HBRA) and a control region

Test Unit Control region
 HBRA

Cheongwon-gun Boeun-gun

Erythrocytes 106/µl  6.44 ± 0.38  6.66 ± 0.47   6.53 ± 0.69

Hemoglobin  g/dl 11.40 ± 0.47 11.88 ± 1.37  10.22 ± 0.97

Hematocrit % 36.47 ± 1.65 32.99 ± 3.17  32.55 ± 3.43

Thrombocytes 103/µl 236.00 ± 65.85 230.90 ± 73.69  286.30 ± 79.85

Leukocytes 103/µl 16.87 ± 3.10 17.61 ± 5.49  18.41 ± 4.47

Neutrophils 103/µl  7.45 ± 1.96  5.48 ± 2.77   5.82 ± 2.53

Lymphocytes 103/µl  9.16 ± 1.45 11.36 ± 3.63  11.69 ±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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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데, 이는 비교적 수명이 길고, 정상상태에서는 분

열하지 않으며 표본의 채취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의 염색체 분석법에 비하여 미소핵 검사는 염색체

검사에 관한 특별한 숙련이나 기술 없이도 분석이 비교

적 쉬우며 단기간에 수행될 수 있다. 특히 세포질분열

차단 림프구의 사용에 따라 방사선생물학 분야의 연구

가 더욱 용이하게 되었다 [5, 11, 17, 18]. 미소핵은 전리

방사선의 직접효과 또는 free radicals에 의한 염색체의

무중심절분절(acentric fragment), 두개 이상의 centromere

존재, kinetochore의 결손 또는 방추사의 손상 등에 의해

세포분열시 주핵(main nucleus)에 포함되지 못해 형성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11, 17, 26].

환경 방사선은 대기 중 우라늄(238U)의 붕괴에 의한

방사성 라돈(219Rn)과 토륨(232Th)에 의한 라돈(220Rn) 등

총 피폭의 약 87%가 자연 방사선이며, 의료용 방사선

평균 피폭량, 원자력 시설 유출물, 낙진 등의 인공 방사

선이 전체의 13%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Table 2. Micronuclei (MN) per 1,000 cytokinesis-blocked lymphocytes following gamma-irradiation of pig peripheral

blood

Donor Dose No. of cells Number of MN per cell  Frequency of MN/1,000 cell 

(mean±S.D.)(mGy) without MN 1          2          3

1 0 991 7

2 0 988 10

3 0 993 8

8.333 ± 1.528

1 246 983 17

2 246 983 17

3 246 985 15

16.333 ± 1.155

1 492 971 26          3

2 492 975 21          4

3 492 977 20          3

29.000 ± 3.000

1 739 961 37          2

2 739 971 25          4

3 739 967 28          5

37.333 ± 4.042

1 985 947 45          8

2 985 958 37          5

3 985 951 43          6

54.333 ± 7.024

1 1,969 925 63         12

2 1,969 913 77         10

3 1,969 921 65         14

93.333 ± 6.506

Table 3. Micronucleus frequency in binucleated cells of

swine lymphocytes from high background

radiation areas (HBRA) and a control region

Subject

Number of micronucleus per 1,000 CB cells

Control region
HBRA

Cheongwon-gun Boeun-gun

 1 15  9 15

 2 11  4 12

 3 14  5  7

 4 11  8  6

 5  8  4  6

 6 15  6 10

 7  8  5  5

 8  7 10 10

 9  9 10 13

10 12  6  6

Mean ± S.D. 11.00 ± 2.98      6.70 ± 2.36     9.00 ±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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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환경방사능의 측정결과에서 실내 라돈 농도는

평균 80.5 Bq/m3이며 지역에 따라 최고 298.1 Bq/m3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평균 53 Bq/m3과

전세계 평균 40 Bq/m3 보다 높은 수치이다. 실외의 경우

라돈 평균농도는 38.3 Bq/m3이며, 최고 139.1 Bq/m3로서

고준위 지역 기준준위인 37 Bq/m3 보다 높고 충북지역

내 25개소가 고준위지역 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를 나타

냈다. 토양에 대한 우라늄 분석결과 최고 307.5 Bq/kg이

검출되어 대조지역으로 조사한 충남 대덕 주변 평균(10

Bq/kg)보다 3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4]. 

환경 방사선의 관점에서 방사선 생물학적 선량 측정

은 주로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되었고 [8, 24, 25],

염색체분석법을 대신하여 최근 세포질분열 차단 림프구

의 미소핵 발생을 지표로 하고 있다 [24, 25]. 동물 유래

세포를 이용한 방사선 피폭의 생물학적 측정은 과거 염

색체의 이상유무 및 동물종 간의 감수성 차이가 조사되

었으며 [12], 최근 간편한 미소핵 발생에 관한 연구가 진

행되면서 두 가지 세포유전학적 분석간의 차이점 등이

알려지고 있다 [7, 14, 17]. 동물을 대상으로 한 환경 방

사선의 연구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후 방사성 물질의 내

부오염에 대한 장기 별 방사능 물질의 축적 및 유즙내

방사성 물질의 유무를 파악하는 조사 연구가 주를 이루

고 있으며 [19, 20, 23], 최근 김 등에 의하여 국내 원자

력발전소 주변 지역 가축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보

고되기도 하였다 [1]. 자연 방사선 고준위 지역에 대한

연구는 최근 중국 남부지역과 이란의 자연방사선 고준

위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방사선의 영향에 대한 보고

가 있다. 중국 남부 지역의 보고에서는 염색체이상의 정

도가 대조지역과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다고 하였으나,

이란 고준위 지역의 결과는 불안정염색체이상 수치와

일부 면역학적 지표 수치가 고준위지역에서 유의성 있

게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9, 10, 13, 29]. 

본 연구는 국내 자연 방사선 고준위 지역의 한 곳으

로 알려진 충북 청원 및 보은 지역 사육 돼지의 림프구

미소핵 발생을 지표로 한 방사선 장해 가능성 판별을 위

한 세포유전학적 보고로서, 고준위지역 사육 돼지와 대

조 지역 사육 돼지에서 비슷한 혈액 수치를 나타냈으며

특히 방사선 영향의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나인 림프

구의 수치도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고, 미소핵 발생

수치에서도 고준위 지역 돼지의 수치가 대조지역의 수

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자연 방사선 고준위에 의한 주

변 사육 돼지의 방사선 생물학적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미소핵 측정법은 염색체 측정법에 비하여

방법의 간편성과 많은 조사를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고

특별한 기술이나 경험을 요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

나, 방사선 피폭의 측정 민감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 [16, 21]. 림프구를 이용한 미소핵의 측정에

서 방사선에 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선량은 대략 100

mGy 이상의 노출이 있어야 가능하며 [16, 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험관내 방사선 조사의 결과, 확립한 선량

-반응식에 대입된 고준위지역 돼지의 상대추정선량이

100 mGy 이하로 확인된 바, 이는 자연발생 편차 범위에

해당되었다. 지역간의 비교에서 고준위 지역간의 차이

는 없었으나, 대조지역에 비하여 청원군의 돼지 림프구

미소핵 수치가 오히려 유의성 있게 낮게 나타난 것은 고

준위 방사선에 의한 해로운 영향은 없으며, 사양관리의

차이에 의한 수치차이로 사료된다. 

애완동물이나 가축은 인간의 환경을 공유하므로 직접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연구를 대체할 수 있는 동물

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며 이와 같은 관점에서 원자력 시설주변 및 환경 방

사선 고준위 지역의 생물감시 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 

결 론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자연 방사선 고준위 지역의 하

나인 충북 청원군 및 보은군에서 사육된 돼지를 대상으

로 혈액학적 분석 및 세포질 분열 차단 림프구에서 미

소핵 형성 정도를 파악하여 방사선 생물학적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0 mGy에서 1,969 mGy 까지의 시험적 방사

선 조사에 따른 미소핵의 발생 양상곡선식은 y =

0.0005404D2+ 0.04237D + 0.00833(y = CB 세포당 MN의

수, D =방사선 조사량 Gy)였다. 고준위지역(청원 및 보

은)과 대조지역 사육 돼지의 미소핵 발생은 1,000개의

세포질분열차단림프구 당 각각 6.70 ± 2.36, 9.00 ± 3.50

및 11.00 ± 2.98개였다. 조사 대상 돼지의 미소핵 발생빈

도를 시험적 방사선 조사 후 얻은 방사선량-반응식에 대

입한 추정선량은 3지역 사육돼지 모두 100 mGy 이하로

추정되어 자연발생 편차 범위였다. 고준위지역 사육 돼

지와 대조 지역 사육 돼지에서 비슷한 혈액 수치를 나

타냈으며 특히 방사선 영향의 가장 민감한 지표 중 하

나인 림프구의 수치도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고, 미소

핵 발생 수치에서도 고준위 지역 돼지의 수치가 대조지

역의 수치에 비하여 낮게 나타나 자연 방사선 고준위에

의한 주변 사육 돼지의 방사선 생물학적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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