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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식물을 이용한 방사선량 감시 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방사선 지표성올 갖고 있는 식물체의 특성을 방사선량 감시에 이용하기

위한 응용기술을 확립한다. 특히 지표식물을 이용한 방사선 감시 시스댐은

넓은 지역에 걸쳐 저선량 방사선올 갑시할 수 있어서 비상사고에 대비한 천연

감시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원자력에 대한 국민적 친근감 및 공감대를 유도

할 수 있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지표식물을 이용하여 방사선량을 감시하기 위한 기초기술 확립단계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 대상식물의 방사선 지표성 평가

- Jγ'adescantia clone별 민감도 분석

- 환경 준위에서의 체세포 돌연변이율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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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반용 관계 연구

원자력시설 주변 선량감시를 위한 기반연구

- 국제 적 clone 확보

- 식물체 중식 및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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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달개비 (Tradescantia)의 일부 클론들은 방사선에 피폭되면 분홍세포，

무색세포， 선단세포의 분열능력 상실， 거대세포 출현 둥 웅혜모에 있어서의

체세포 돌연변야가 나타나며 방사선량의 중가에 따라 톨연변이율도 중가하는

선량-반웅 관계를 나타낸다. 자주달개비는 실제로 인간집단이 접하게 되는

저선량의 이온화 방사선에 의해 쉽게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기 때분에 방사선에

대한 식물학적 감지기구로서의 중요한 과학적 수단이 되고 있다.

특히 자주달개비의 웅혜모 시스템은 방사선 지표성의 정확도 때문에 환경

방사선의 실제 감시에도 적용이 가능할 뿐 아나라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율의

검출이 매우 손쉬워 시간 및 경비 차원에서 매우 유리한 방사선 감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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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monitoring of radiation using indicator plants

따
----I

J
•

mnF
i

F
f
l
A

n
U

獅
ιI,‘V

l‘
n”U때‘

’’---‘’””u때·
때

빠싸

·1
l
lJ

마
애‘,

v,
l
l4

-,
l
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technology for bio

logical monitoring of radiation using indicator plants. The biological

system can be applied to detection of low level radiation over a wide

area as a natural monitoring post especially in case of nuclear accident.

And the monitoring system can play the partial role of public acceptance

for nuclear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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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year ’ s study as a step to establish the basic technology

for radiation monitoring using indicator plants has been carried out to

cover the following scopes.

• Test of radiation indicatorship of selected plants

-4-



- Assessment of susceptability of Jγadescantia clones

- Scoring of background somatic mutation rate

- Dose-response relationship

• Basic study for radiation monitoring around nuclear facilities

- Stock of international clones

- Propagation of the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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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clones of Tradescantia had dose-response relationship involved

in somatic mutations such as appearance of pink, colorless or giant cell ,

and/or loss of reproductive integrity of stamen hair cells when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Since Tradescantia could respond to radiation as

low as human beings could be exposed to , it could play an important role

as scientific tool of botanical tester for radiation.

In especial , TSH system can be easily applied to in situ monitoring

of radiation by virtue of its excellent radiation indicatorship and

simpleness in detection of mutations by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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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 지표생불 (biological indicators)

생물체는 주변의 생불여나 무생물적 환경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

가는데 환경요인의 얼정한 범위내에서만 생존파 서식이 가능하다. 이같이

정상척 생존이 가능한 환경조건의 내성한계 (tolerance limit)를 벗어나는

경우 생물체는 손상을 받게된다. 한편 웬정한 범위의 환경조건하에서라도

특정요인에 대해 먼감한 반용을 나타내는 생불 흑 환경질(environmental

quality)의 변화를 역반영할 수 있는 bio-litmus콜 지표생물이라 한다. 예를

들면， 산성토양에서 잘 번식하는 식물인 수영 (l?lI01ex acetosa)은 산성토양에

대한 좋은 지표가 되고 있으며 아황산가스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는 생폰할 수

없는 지의류 (lichen)는 대기오염의 지표생물로 손꼽힌다. 또한

노간주나무(.ιrniperlls lIti1is)는 뿌리를 지하 깊은 곳까지 뻗는 목본식물로서

서식토양으로부터 우라늄을 홉수 농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

식물 지상부의 우라늄 농도를 측정하면 지하토양의 우라늄 농도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식물의 하나이다.

지표생물로서 실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선정된 생물체가 다음파 같은

조건들을 가급적 많이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J.

1) 동정 (identification)이 쉬운 종류

- 분류학척 불확실성은 자료해석의 오류 원인이 될 수 있다.

2) 대량 채집(채취)이 가능한 종류

-9-



- 천문가나 특수 장비 없이 채집이 가능해야 한다.

3) 서식 분포범위가 넓은 종류

- 제한적 분포를 갖는 경우 지표도의 보편성이 결여 될 가놓성이 있다.

4) 풍부한 개 체 생 태 학척 자료 (autecological data)가 가용한 종류

- 조사/실험 결과의 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4) 차원 또는 혜해 (nuisance)로서악 경제적 중요성울 지닌 것

- 지표생물 고유의 경제적 중요도는 과학적 관심의 중요도와 상관

5) 특정물질 (오염불질 풍)에 대한 반웅도가 뛰어난 종류

- 오영물질을 체내에 많이 농촉시키거나 생리학적으로 민감한 반용을

나타내는 생물종알수록 연구 또는 실제 웅용이 용이하다.

6) 실험실에서의 배양/중식이 용이한 종류

- 실제의 야외관찰 결과를 실험적으로 검중할 수 있어야 한다.

7) 유전척 변이가 척은 종류

- 유전적 변이가 큰 생물종은 생물학적 지표반웅상의 변이를 초래한다.

8) 생 태 지 위 (ecological niche)가 일정 한 종류

- 생물군칩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유지하여 생태적 안정성을 갖어야 한다.

환경내에는 생물체에 대한 여러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존재하며 일부

생물은 이러한 요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웅한다. 이온화 방사선 (ionizing

radiation)도 일정 준위 이상일 경우 스트레스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세포

물질구조 변화에서 생불체 손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반웅올 유발한다고

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방사선에 대한 생불지표로서 일반적으로

-10-



요구되는 조건들을 표 1 에 요약하였다 [2J.

Table 1. General criteria of biological indicators for radiation

표. 1. 방사선에 대한 생불학척 지표의 일반 조건

1) Good dose response relationship
2) Specificity for radiation
3) Availability in time
4) Permanancy of radiation effect
5) Localization possibility
6) Applicability to chronic or fractionated dose
7) Coverage for radiation quality
8) Accessibility to test materials
9) Convenience in data evaluation

본 연구는 방사선에 대한 생물지표로서의 조건들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며

저선량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yγ'3descantia (자주

탈개비)를 대상생불로 선정하였다. 각 클론별 또는 종별 방사선 민감도를

분석하는 한편 클론별 고유데이타를 산정하기 위한 실험을 연구범위에 포함

시켰다. 특히 지표식물을 실제 방사선 감시에 용용하여 천연초소망을 구축

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의 확립을 연구 목적으로 하였다.

-’---



제 2 장 보 로
l- "1.-

제 1절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본 연구를 위해 확보하여 중식·유지되고 있는 Tradescantia 식물체는

다음과 같이 3 종류이며 이중 두 종류는 폴란드 핵불리연구소 (INP, POLAND의

Dr. Antonina Cebulsca-Wasilewska로부터 입수한 것이다 (표 2).

Table 2. Tradescantia stocks and their characteristics

표 2. 확보된 자주달개비 종류 및 특정

자주달개비의 종류 염색체수 (2n) 비 고

Tradesca.ntia reflexa
u

u

mm

한국 토착화 종

미국 BNL 연구소

일본 Kyoto 대학

T. BNL 4430

T. KU 9

• BNL 4430 = T. 1Jirsutiflora x π subacaulis

•• KU 9 = T. reflexa x T. paludo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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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내배양

식물체의 기내배양을 통해 대량 중식을 시도하였고 실험실내에서의 각종

실험용 재료로 사용하였다.

생육상태가 양호한 π BNL 4430 개체로부터 정단 생장점 (생장점올 포함

lmm 내외)을 적출하여 멸균 과정올 거친 후 Murashige Skoog 기본배지 [3J에

치상하여 3주간 배양한 다음 MS 기본배지에 수종의 생장초절제를 챙가하여

액아를 유기하였다 (표 3). 한편 T. reflexa 개화 직전의 꽃을 채취하여

멸균 과정을 거친 후 웅혜모를 배지에 치상하여 용혜모 세포 캘러스를 유기

하였다. 기내 배양시 배양시설 내에서 주간 25 • C, 야간 23 • C의 조건을

유지하였고 16 hrs. 光 (500 Lux) / 8 hrs. 暗 조건을 유지하였다.

3. 방사선 조사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최소 20개 이상 일련의 화기를 갖고 있는 어린 화서

(inflorescence)를 철취하여 1일간 실험실 조건에 순치시킨 다음 5.... 7개의

화서를 군으로 묶어 방사선을 조사하였다. 방사선원은 Cs-137 (3.7 GBq)를

이용하였고 방사선 조사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는 절취화서가 시드는 것은

막을 수 있도록 양액에 침지한 상태로 조사하였다.

방사선 조사가 끝난 절춰화서는 Hougland solution No.2 회석액 [4J에

침지하여 배양기 내에서 한달간 배양하였다. 전 배양거간올 통하여 화서가

담긴 양액은 계속적으로 폭기 (aeration)를 실시하였다.

배양조건은 기내배양시와 동일하였으나 광도를 1,500 Lux로 높게 설정하였다.

-13-



4. 겸경 및 색소분석

매일 오전중 꽃의 수술털을 실체 현미경하에서 검경 (배율x25)하였고 이때

세포의 수분 증발과 검경의 편의를 위하여 슬라이드 상에 paraffin oil을

적하한 다음 웅혜모를 올려 놓았다. 색소 분석을 위하여 화기 전체의 색소를

냉암소에서 24시간 아세톤 추출하여 색소의 분포양상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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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Murashige Skoog 기본 배 지 조성

Constituents Weight (mg! e ) remarks

NH4 N03

KN03

MgS04 .7H2 0
MnS04 .4H2 0
ZnS04 .4H2 0
CuS04 .5H2 0
KI
CoC1 2 .6H2 0
따f2P04
CaC1 2 .H2 0
H3 B03

Na2 Mo04 .2H2 0
FeS04 .7H2 0
Na2 -EDTA

1650
1900
370

22.3
8.6
0.025
0.83
0.025

170
440

6.2
0.25

27.85
37.25

Olycrinositol
Thiamine.HCl

100
0.4

Sucrose
Agar

30000
8000

pH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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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젤 결과 및 고찰

1. Jγ'adescantia의 특성

가 . Tradescantia의 형 태분류학적 특정

Tradescantia는 분류학적으로 탈개비과 (Commelinaceae)에 속하는

현화식물로 Tradescan t1a 屬내에 수많은 種(species) 이 속해 있으며 종마다

핵형 (karyotype)과 생장특정이 각기 다르다 [5J. 또한 동일종이라 해도

배수성 (polyploidy) , 구조적 교잡 (structural hybrid) 및 부가적 B 염 색 체

(super-numerary B chromosome)의 폰재 여부에 따라 많은 변이를 나타낸다

[6J. 자주달개비 속은 잎을 따라 평행한 잎맥을 갖으며 꽃대는 대부분

두개의 가지로 갈라져 각각이 취산화서 (cyme)를 이룬다. 각 화서내외

꽃봉우리를은 가장 어린 봉우리가 바닥에 자리한 나선상의 배열을 이루며

때로는 큰 포엽 (bract)에 어린 봉우리는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한 화서 (inflorescence)는 8-12개의 꽃봉우리로 구성되며 각 꽃봉우리에는

포자를 형성할 발생중인 세포를 포함한 6 개의 흙 (anther)이 수술대

(stamen) 에 탈려 있다. 각각의 수술대 (stamen)에는 20-35 개의 단세포가

일렬로 연결된 털 (hair)이 있는 데 그 숫자는 50-120개 이다 (그립 1, 2 ,3).

수술털인 stamen-hair (웅혜모)의 선단 세포는 분열능력이 었어서 발생

또는 분열파정중 방사션에 피폭되면 쉽사리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자주달개벼는 꽃색의 표현형이 자주색 (또는 남색)으로 화서의 발생 또는

웅혜모 셰포의 분열파정중에 방사선올 포함한 돌연변이원이나 발암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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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될 경우 쉽사리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으칸다. 꽃색에 있어서의

우성인자가 존재하는 부분의 염색체가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아 절단

(deletion)되면 상동염색체상에 존재하는 열성형질이 발현되어 꽃잎과 수술털

(stamen hair)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분홍빛을 띠게 된다. 이같이 웅혜모의

선단세포가 분열하면서 체세포돌연변이를 일으켜 색깔의 변화를 나타내는

과정을 그림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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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J'radescantia ref1exa.

그림 1. 자주달개비 (J'radescan fia ref1ex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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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descant.ia BNL 4430.

그렴 2. 자주탈재비 (T. BNL 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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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Jγadescantia flower and stamen hairs.

그림 3. 자주달개비 화기 및 웅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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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CELL INCREASE

LOSS OF REPRODUCTIVE INTEGRITY

훌훌훌% 훌훌꿇

(Often Giant-Cell Formation)

MUTATION IN TERMINAL CELL
Chromosαne Type

에UTATION IN SUBTERMINAL CELL
Chromosome Type EXCEPTIONAL CASES

훌불 壘
(Division of Interstiti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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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 Recovery)

Fig. 4. Diagram of various mutation events in stamen hairs.

그림 5. 웅혜모의 톨연변이 출현 유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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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Tradescantia 클롱별 특성

Tradescantia 웅혜모 (stamen hair) 시 스탬을 이 용하여 방사선량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자주닿개비 클흔별 특성 데이타의 획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최소 100개 이상의 화기에 대한 검경을 통해 산정한 특성자료를 표 4에 수록

하였다. 자연 기후 조건하에서 생장한 BNL 4430 클론의 경우 수술 한개당

웅혜모 숫자는 문현에 보고된 값에 비해 훨씬 많았다. 이같은 차이는 보고된

대부분의 경우가 용실의 실험조건하에서 생장한 식불체를 대상으로 조사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연조건에서 생육한 식물체가 더 많은 웅혜모를

갖고 있는 것은 돌연변이율 산정파 관련된 통계적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다.

Table 4. Characteristics of three Tradescantia clones

표 4. 자주달개비 클론별 특성

Clone Chromosomes No. of No. of
[ Ploidy ] hairs/stamen cells/hair

T. BNL 4430 12 [2n] 61 + 13 (53) 25+3 (24)

T. KU 9 18 [3n] 61 + 6 (8 l) 20+3 (20)

T. reflexa 12 [2n] 75+12(-) 28+4 ( -)

( ) 안의 숫자는 문헌 [5 ， 6J에 보고된 참고 평균값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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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U 9 클론의 경우 한개의 웅혜모를 구성하고 있는 세포수는 보고된

값파 일치하였으나 화기당 용혜모의 숫자는 보고된 값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 도입된 후 충분한 안정 및 기후 순치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 차이를 나타내게된 큰 이유로 생각되며 향후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다.

국내기후에 잘 적웅하여 양호한 생장력올 보이고 있는 T. reflexa의 경우

다른 클론에 비해 화기가 대형이며， 화기당 웅혜모의 숫자 및 모당 세포수에

있어서도 각각 75 및 28로서 통일한 조건하에서 톨연변이율을 통해 션량을

역추산하는 경우 상당한 통계적 장점을 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기내 중식

π BNL 4430 의 정 단 생장점 을 배양하여 정 아 및 액 아 (axillary bud)를

유기시키기 위해 Murashige Skoog (MS) 기본배지에 첨가된 생장조절제악

조합은 다음과 같다.

• no growth regulator added ; control

• 0.1 mg/ e IAA (3-indole acetic) + 3 mg/ e kinetin

• 0.1 mg/ e IAA (3-indole acetic) + 10 mg/ e kinetin

Kinetin 10 mg/ e를 함유한 배지에서 3주 간격으로 계대배양할 때 마다

약 두배씩 신초의 수가 증가하였다 (표 5). 그러나 생장조철제를 전혀 첨가

하지 않은 대조군에서는 신초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은 반면 치상한 신초의

길이 신장파 함께 뿌리의 발생을 관찰할 수 있었다.

고농도의 kinetin을 함유한 배 지 에 서 정 아/액아를 대 량 유도하고 이를

생장조절제가 없는 배지로 옮겨 뿌리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자연상태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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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철성을 극복합은 물론 유전적 특성이 통일한 공시재료를 대규모로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펼수 기법으로 평가될 수 었다.

1'. BNL 4430 및 1'. reflexa 엽 편올 explant로 사용하여 kinetin 및 BA를

처리한 배지에서 부정아 (adventitious shoot)를 유기시키기 위한 배양실험을

수행하였으나 치상한 엽편조직이 배양 10일 경부터 갈변하기 시작하여 배양

3주 후에는 전조직이 갈변되어 부정아의 유도는 기대할 수 없었다.

한편 T. reflexa 개화직전의 화기 (flower)로부터 떼어낸 웅혜모를 배양

하여 캘러스를 유기하고자 MS 기본배치에 생장조절제로서 auxin의 일종인

2 ， 4-0를 처리하여 실험을 수행한 결파 대부분의 explant 가 갈변되었고 극히

일부에서 캘러스가 발생하였으나 세포중식율이 매우 낮아 추후 생장조절제 및

배양조건의 최척화를 위한 부가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환경방사선 준위에서의 톨연변이율

Tradescantia는 이온화 방사선에 피폭되었을 때 체세포돌연변이의 형태로

민감하게 반웅하기 때문에 환경방사선 준위에서도 비록 낮은 값이긴 하지만

체세포돌연변이가나타난다 [그림 5, 6J. 이같은 자연상태에서의 돌연변이율

(background somatic mutation rate)은 사전에 파악되어야 방사선량의 변화에

따른 체세포 톨연변이율의 중감을 분석할 수 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zf 콜론별 자연톨연변이율을 1,000 웅혜모 당 분홍 및 무색 변이와

세포분열 능력 상설의 두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표 6).

경



Table 5. Effects of kinetin on axillary bud formation

표 5. 생장조절제 kinetin이 액아형성에 마치는 영향

ofaxillary buds after subculture

Concentration
of growth
regulators

Proliferation percent Shoot length

Control
(MS basal media) 100 7.5 cm

MS + IAA O.lmgl ~

+ kinetin 3mg/ .e 125 4.4 cm

MS + IAA O.lmgl Q
+ kinetin 10mglQ 212 3.2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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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ink mutation cells in Tradescantia stamen hairs.

그림 5. 자주달개비 웅혜모의 분홍 돌연변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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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lorless mutation cells in 7radescantJa stamen hairs.

그림 6. 자주달개비 웅혜모의 무색 돌연변이 세포.

-26-



Table 6. Mutation rates by natural background radiation

표 6. 환경방사선 준위에서의 돌연변이율

( ) 안의 숫자 는 문현 [7 ， 8J 에 보고된 참고 평균값임.

* Stunted : No. of hair cells less than {mean - 3 (J' }.

체세포 돌연변이의 유형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검경시에 명확한 구분이 곤란

하거나 혼동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홍세포， 무색세포 및 분열능력

상실 둥 세가지 경우에 국한하여 돌연변이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3J. 분홍 또는 무색 변이의 계수에 있어 여러개의 세포가

연속적으로 변이를 나타내었을 때는 한건으로 처리하였다. 이는 세포분열을

거듭함에 따라 염색체 결실 (chromosome deletion) 의 영향이 연속척으로 발현

되어 얼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웅혜모 세포의 분열능력 상실은 웅혜모를

이루는 세포수가 평균값보다 현저하게 모자라서 [mean - 3 (J' ]보다 적은 값을

나타내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자연 상태하에서는 이같은 웅혜모 선단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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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열능력 상실은 갑지할 수 없었다.

4. 화기 (flower)의 색소분포 유형

자연상태하에서 개화한 T. reflexa 및 T. BNL 4430의 화기 전체를 냉암소

에서 24시간 동안 아세톤에 침지하여 추출해낸 색소를 spectrometer 에서

300nm...... 700nm의 파장 범위에 걸쳐 분포양상을 분석하였다. 두종류의 꽃색소는

분포양상이 매우 유사하였으며 모두 370nm, 440nm 및 660nm의 세가지 파장

범위에서 홉수 peak를 나타냈다 (그립 7, 8). 화기 전체의 색소분포 분석을

통해서는 웅혜모의 체세포돌연변이에 의한 색소의 변화를 감지활 수 없었다.

분홍 색소와 자주 색소는 600nm-700nm의 파장 범위에서 분리되어야 하지만

본 실험의 경우 또다른 색소들과 혼합된 한개의 복합 peak로 나타남으로써

극히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체세포돌연변이 세포의 분홍색소를 peak로 분리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웅혜모만을 분리하고 특히 돌연변이가

나타난 세포/세포군의 색소를 별도로 분석.비교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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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pectral pattern of Tradescantia BNL 4430 flower pigments.

그립 7. 자주달개비 T. BNL 4430 화기의 색소분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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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pectral pattern of Tradescantia reflexa flower pigments.

그림 8. 자주달개비 T. reflexa 화기의 색소분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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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량-반웅 관계

실험용 공시재료의 부족으로 세가지 클론 모두에 대해 선량 반웅 관계를

정립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일차년도 실험에서는 충분한 절취화서를

확보할 수 있는 1', reflexa를 공시재료로 삼았다.

각각의 실험군은 절취화서 5-7 개로 구성하였으며 이들을 각각 Cs-137

선원올 이용하여 7 선을 1, 3 , 5 , 10 , 50 , 100 , 200 및 300 rad의 선량으로

초사하였다. 이때 선원으로부터 1 m 떨어진 시료 조사지점에서의 선량율은

0.3 mSv/h (31.8 R/h)였다. 몰연변이율 산정을 위해서는 검경시 판단기준이

확실한 불홍변이， 무색변이， 분열능력 상실 및 거대세포 형성 풍 모든 경우를

합산계수하였다.

중간선량인 50 rad 군의 체세포 톨연변이율을 한달간 계수한 결파 조사후

6일경과 후부터 현저한 중가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방사선 조사 2주 후 최대

돌연변이율을 보이다가 조사후 22일경까지는 증가추세를 유지한후 정상상태를

향해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9). 이로서 1', reflexa의 방사선에

대한 돌연변이 반웅의 최대기간올 조사후 7-21 일로 설정하고 전 실험군의

돌연변이율에 대해서도 동 기간에 걸친 값을 모두 취한 후 1 , 000 웅혜모 당

평균 돌여변이율을 산정하였다. 그 결과 1', reflexa은 저선량 영역의 감마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 반웅을 나타내었으며 100 rad 이상의 선량 영역에서는

반웅 포화를 나타내었다 (그림 10). 이같여 1'. reflexa가 방사선에 대하여

매우 민감한 반웅을 보인 결파는 여러가지 형태의 체세포 톨연변이를 합산

처리한 데 기인한 것으로서 돌연변이 유형별로 방사선 반웅을 세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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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rad 이상의 고선량 영역에 대한 방사선량 평가에도 웅용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1'. reflexa의 분홍 툴연변이율 (pink mutation rate)가 다른

유형의 돌연변이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어다. 따라서 추후

각각의 돌연변이 유형별 선량-반웅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실험 연구의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저선량 영역에서의 선량-반용에 대한 정밀한 통계적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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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9. 방사선 조사후 일별 돌연변이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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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10. T. reflexa 웅혜모 체셰포 돌연변이에 대한 감마선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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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Jγ'adescantia 웅용연구 고찰

가. 자주달개비를 이용한 방사선량 감시 응용

Tradescantia가 방사선 둥의 돌연변이원 (mutagen)에 민감하게 반웅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으며 각국에서 자주탈개비를 이용한 폭 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9 , 10 ,l1 J.

Ichikawa and Nakata (1975) [12J는 하마오카 원자혁발전소 주변의 9개

지점 (대조지역 1개소 포함)에 자주달개비를 식재한 후 일어난 돌연변이율을

관찰한 결과 발천소로부터 주풍하방향에 위치한 지점의 돌연변이가 많이

나타녔으며 또한 발전소 시험가동 기간중 (1 974. 8. 13 - 10. 2)에는

원전에 가까운 지역의 돌연변이율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자주달개비

시스댐의 돌연변이율로 역산정한 방사선량이 몰리적 선량계로 측정한

감마선량보다 월둥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러한 차이는 발전소로부터

방출되는 베타입자 동에 의한 톨연변이율의 증가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자주달개비를 선량감시 기구로 이용할 경우 발전소에서 방출된

베타선원 및 알파선원의 기여분까지도 산정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Chernobyl 원전의 사고에 따른 대기오염 및 그 영향올 평가하기

위하여 yγ'adescantia BNL clone 4430이 이용되었다 [13J. 폴란드 Cracow지역

에서 사고이후 11 일 경파 시점부터 자주달개비의 웅혜모에 돌연변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1,000 웅혜모 당 평균 돌연변이 빈도는 1986년에 0.43 ,

1987년에는 0.21을 나타내어 시간 경과에 따른 공기오염 방사선 물질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였다. 대부분의 대형 원자력 사고시 방사능 오염의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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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망 법위를 훨씬 초파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천연갑시망으로서의 대안 가능성여 제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주달개비의 방사선 지표성을 이용한 연구 사례로서 우주선

비행에 따른 방사선의 생체영향 연구 [14J , Bikini 섭의 방사능 오염토양의

생물학적 영향 및 토양 건전성 평가를 위한 깐'adescantia 웅용 [15J , 그리고

중성자를 이용한 암치료 시설 외부의 방사선 감시 수단으로서의 활용 [16J과

돌연변이 육종 가능성올 파악하기 위한 방사선장에서의 자주달개비 연구 [17J

동 수많은 연구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사례 결과를 통해 Tradescantia 의

웅혜모 시스탱 (TSH system) 은 광범위한 활용성을 갖는 생불학적 방사선 감지

기구엄여 입중되고 있다.

나. 자주달개비 및 포유통불 세포의 방사선 반용

ISH 시스탬 활용을 통해 얻어진 각종 연구결과들은 대부분 보편성을

갖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매우 정확하기 때문에 자료의 신뢰도가 크다. 특히

저선량 방사선에 반응하여 폴연변이가 나타나는 것은 다른 분석방법으로는

매우 곤란한 부분이었던 저선량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가능케 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주달개비의 방사선에 대한 반웅이 인간 집단이 환경에 존채하는

저준위의 돌연변이원에 피폼되었올 때 나타나는 유전적 위해 (risk)를 대변할

수 있는 지시척 결과인지에 대하여는 회의척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사항은 자주달개버 시스템을 웅용한 연구가

많은 회의척 반용에 대한 희망올 심어줄 수 었다.

첫째， 자주달개비의 자연발생적 체세포 돌연변이빈도가 hair-cell division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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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order인 점이다. 이값은 포유동물 세포에 있어서의 자연발생적

돌연변이 빈도가 10-3 --10-7 /cell generation/locus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유사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 [18J.

둘째 , Sparrow et al. (1967)[19J에 따르면 포유동물의 D。값이 100--180

R이 며 자주달개비 BNt 02 clone의 stamen hair cell이 갖는 D。는 170이 다 •

이러한 D。값 범위의 얼치는 포유동불과 자주달개비의 방사선 갑수성이 거의

일치함올 뜻한다.

따라서 자주탈개바 웅혜모 시스햄의 돌연변이 반용은 방사선에 의한 인간의

위해도를 평가하는 데 직접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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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론 및 건의 사항

지표식물을 이용한 방사선량 감시시스템은 원자력 시설 주변의 방사선

감시에 웅용이 가능한 천연감시망으로서 물리적 선량계를 이용한 선량감시

초소와 병행하여 이용될 경우 일반인의 친근감올 자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사고시 넓은 지역에 대한 천연 감시 체계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자주달개비의 stamen hair (웅혜모)는 실제로 인간 집단이 피폭될 가능성이

있는 수준의 저준위 이온화 방사선에도 민갑하게 반웅하여 체세포 툴연변이를

일으키는 생불학적 특이성을 갖고 있어서 발생 또는 분열 과정중에 방사선에

피폭되어 염색체의 일부에 결실 (deletion)이 일어나면 꽃색에 있어서의 열성

(recessive)이었던 분홍빛이 표현되어 본래의 우성 표현형인 자주색에 섞여서

나타난다. 이같은 체세포의 돌연변이는 방사선량의 중가에 따라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이 푸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 원자력 선진국에서 많은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또한 iradescantia는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은 불론 내부피폭에 대해서도 선량 및 선질에 따른 반웅의 규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주변 환경 선량감시， 원자력 사고후 대기중

선량 감시， 방사성 물질 오염토양의 건전성 평가， 기타 방사선 방호물질의

효능 연구 및 방사선의 생체영향 연구 동 다양한 분야에 웅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연구결과에 비추어 자주탈개비 시스댐을 이용한 선량감시는

전반적으로 그 보편성， 통계적 정확성 및 신뢰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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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원자력시설 주변의 선량감시에 직접적으로 용용이 가능한 손쉽고

경제적인 방법이며 특히 원자력시설에 대한 주민의 친근감 유발 및 public

acceptance (PA) 차원에서 적극 권장해야 할 연구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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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Keywor빼out 10 words) I ~adi~tion ，..ind~~~~~~ pla~t~~
Tradescantia, somatic mutation,

biological monit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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