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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온화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물학  향을 정량화하고 련된 응

용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폴란드핵물리연구소와 공동으로 생물검정기법 심의 연구

개발을 수행함 

◦ 방사선의 생물학  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생물검정 실험계를 구축하고 개선된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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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Trad-MCN assay 기법을 수립하 으며 이를 환경유해 인자의 평가에 응용함 

   - 고등동물/인체 세포의 유 물질 손상을 평가하기 한 SCGE 기술  조직화학  분

석법을 확립하여 유해화학인자의 향을 평가하기 한 기술  수단을 확보함

◦ 연구개발의 결과는 SCI 등재학술지를 포함한 문학술지에 논문으로 기고하여 학술  

인증을 받는 계기로 삼음

◦ 기 간 공동연계실험의 경험은 다자간 동연구를 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며 공동연구의 결과는 한․폴간 과학분야의 호혜  동반자 계구축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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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체 향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본 공동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핵물리연구소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강 기술

을 상호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 시키는 한편 기 간 병립 이며 상호보완  실험연구를 수

행하여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본 공동연구의 목 이 있다. 폴란드는 라듐을 발견

한 방사선화학자 퀴리 부인 (Maria Sklodowska-Curie)의 명성에 걸맞게 방사선 연구에 오

랜 경험을 보유한 방사선 연구개발 분야 선도국의 하나이다. 특히 방사선생물학, 방사선물리

학  방사선화학 등 기 과학 분야가 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과 폴란드의 방사선 연구

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 핵물리연구소간의 공동 력은 우리나라 방사선 연구개발 

기술을 획기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간과 생물체는 생활환경 에 혼재해 있는 인공  자연 방사선과 여러 가지 물리․화

학  요인의 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여러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할 때 생물체에 유발

되는 향은 다양하기 때문에 사  측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생물실험계를 확립하고 이들을 복합작용을 해석하기 한 기술로 발 시키기 해서

는 평가유형별 생물말단 에 한 분석기법을 확립하는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핵물리연구소 기 간 공동으로 수행된 본 연구개발에서는 다

음과 같은 주요 내용과 범 가 연구개발에 포함되었다.

1. 식물검정기법을 이용한 비스페놀 에이  감마선의 생물학  향 비교 연구

2. 식물검정기법을 이용한 옥틸페놀  방사선의 용량  선량-반응 계 수립

3. 방사선과 염화제2수은이 고등식물 체세포돌연변이에 미치는 향 연구

4. 식물검정기법을 이용한 작업환경분진 속의 유 독성 평가

5. 식물검정기법을 이용한 지하철 시설내 부유먼지에 함유된 돌연변이원의 생물학  향 평가

6. 화학공장 실내 유해물질 평가를 한 VOC 분석법과 식물검정기법의 비교 용

7. 단세포겔 기 동법을 이용한 사람 세포에서의 방사선과 수은화합물에 의한 DNA 손상 

평가

8. 방사선과 수은화합물 처리가 고등동물 세포  기 에 미치는 향

9. 방사선민감성 돌연변이 세포와 야생형 세포의 LHR kin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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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사선과 고온을 복합처리한 세포의 회복  생존률 연구

11. 방사성 물질과 화학물질 복합오염에 따른 세포유 학  향

12. 선량 감마선의 세포유 학  향과 선량-반응 계의 비선형성

IⅤ. 연구개발 결과

1. 식물검정기법을 이용한 비스페놀에이  감마선의 생물학  향 비교 연구

   합성화학물질의 일부는 고등동물의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물질로 작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 디디티, 피시비  비스페놀 에이 등이 배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어 선진 

각국에서는 엄격한 통제하에 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을 이용하

여 염색체이상 유발에 있어서의 BPA와 방사선의 상  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시행되었

다. 흡수처리를 하여 자주달개비 4430 클론의 취화서를 각각의 농도로 조제된 BPA 용

액에 여섯시간 동안 침지하고 폭기를 실시하 다. 한편 방사선의 향을 평가하기 하여 

동일 식물체의 화서군을 양액에 침지한 상태로 0～0.5 Gy까지 선량별로 조사하 다. 실험선

량의 범 에서 미세핵 생성률은 분명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었으며 BPA 실험농도 범

에 해서도 농도-반응 계를 나타내었다. 이들 두 가지 반응 계식을 이용하여 동일한 

미세핵 빈도를 유발하는 방사선량과 비스페놀 에이 농도를 산출할 수가 있는데, BPA 11.8 μ

M은 방사선 피폭 후 임상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선량인 0.25 Gy에 상응하는 염색체 이

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자주달개비 화분모세포는 비스

페놀 에이, 옥틸페놀 는 노닐페놀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생물학  독성을 평가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생물말단 이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2. 식물검정기법을 이용한 옥틸페놀  방사선의 용량  선량-반응 계 수립

   합성화학물질에 해 명확하게 정의된 유해 향의 생물학  말단  (endpoint)과 함께 

잠재 인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결정하기 한  in vitro와 in vivo 검사법들이 요구된다. 그러

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생물학  해를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실험기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감수분열 인 자주달개비 화분모세포는 외부의 유해자극에 매우 민감

하기 때문에 이를 생물말단 으로 이용한 다양한 평가법에 용되고 있다. 감마선 50 cGy 

이하의 선량 역에서 미세핵의 생성률은 뚜렷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었으며 한 4 

μM까지의 비스페놀 에이에 해서도 뚜렷한 농도-반응 계를 나타내었다. 한 옥틸페놀

을 동일한 농도로 처리한 결과 농도보다는 4 μM이상의 고농도에서 농도-반응 계를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은 농도-반응 계를 고려해 볼 때 합성화학물질에 한 검색기법으로 

용이 가능하며 다른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한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옥틸페놀의 

농도 10과 20 μM은 각각 비스페놀 에이의 2와 4 μM에 상당하는 미세핵이 생성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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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이는 같은 농도라도 합성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다른 반응 계가 나타날 것

으로 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Trad-MCN 분석법은 미량으로 존재하는 환경유

해물질이나 합성화합물의 생물학  해도에 한 용량-반응 계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방사선과 염화제2수은이 고등식물 체세포돌연변이에 미치는 향

   수은이온은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식물의 합성 과정  막구조에 있어서 다른 

속의 이온들보다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수은제인 염화제2수은 (HgCl2(Ⅱ))은 

농약으로서 살충제의 용도로 사용되고 살충력이 강하면서 작물에 한 약해도 큰 것으로 보

고 되었다. 자주달개비 수술털의 선단 세포는 분열능력이 있어서 발생 는 분열 과정  

화학물질이나 방사선에 노출되면 꽃잎과 수술털의 체 는 일부분이 분홍빛으로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이러한 자주달개비 수술털 시스템은 속을 비롯한 다양한 화학물

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이를 생물말단 으로 이용한 다양한 평가법에 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염화제2수은의 농도에 따른 분홍돌연변이율의 변화를 실험을 통하여 확인해 

보고자 하 다. 분홍돌연변이는 1 Gy이하의 선량 역에서 뚜렷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

었으며, 염화 제2수은이 5 μM이하의 농도에서는 자주달개비 분홍돌연변이율의 감소를 유발

하 으며, 10 μM이상의 농도에서는 분홍돌연변이율에 아무런 향도 주지 않았다. 한 염

화 제2수은만의 처리는 분홍돌연변이율에 유의성 있는 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결

과를 통해 볼 때 자주달개비 수술털분석 시스템은 속을 비롯한 미량으로 존재하는 환경

유해물질의 생물학  해도에 한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식물검정기법을 이용한 작업환경분진 속의 유 독성 평가

   방사선량-반응 계가 정립된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을 이용하여 공장 작업 장 호흡

성 분진에 함유된 속의 유 독성을 평가하 다. 방사선 조사시 미세핵 생성률은 방사선

량이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었으며, 50 cGy이상의 선량 역에서는 

반응 계의 정확성이 감소하 다. 합성섬유 공장과 고무공장에서는 크롬이 타 속에 비

해 높게 함유되어 있는 반면 반도체 공장의 경우 니 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분진 

의 니  함량이 가장 높은 반도체 공장 분진의 미세핵 생성률은 15.6±2.56 MCN/100 

tetrads로 높은 유 독성을 유발한 반면 합성섬유 공장 4.67±0.35, 고무공장은 5.73±0.81 

MCN/100 tetrads으 미세핵 빈도를 보 다. 이 같은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작업환경 분진에 

함유된 속은 근로자의 건강에 한 잠재 해요인임이 확인되었다.

5. 식물검정기법을 이용한 지하철 시설내 부유먼지에 함유된 돌연변이원의 생물학  향 평가

   지하철 시설처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공기 에 함유된 오염물질은 이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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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의 건강에 유해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  분홍돌연변이 분석

법을 용하여 지하철 시설내 분진상에 돌연변이 유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평가

하 다. 지하철 입구, 합실  승강장에서 분진을 포집, 용출시켜 자주달개비 화서에 처리

하 고 이에 따른 미세핵 빈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모든 처리군에서 미세핵 빈도가 유의

성 있게 증가하 다. 이는 지하철 먼지시료에 돌연변이원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

로서 지하철 이용승객의 건강에 한 해요인임을 의미한다.

6. 화학공장 실내 유해물질 평가를 한 VOC 분석법과 식물검정기법의 비교 용

   화학공장의 실내작업장에서 화학 /생물학  모니터링 방법을 동시에 이용하여 유해물질

의 존재를 평가하고자 하 다. 실내작업장의 VOCs 분석을 하여 Tenax TA 400mg이 충

된 흡착 을 이용하여 시료 채취하 다. 채취한 시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법 

(GC/MS)으로 분석하 다. 동시에 유해성 평가를 해 Tradescantia BNL 4430 클론을 실내 

작업장에 노출시켰다. GC/MS 분석결과 trichloroethylene, toluene, ethylbenzene, xylenes, 

styrene, trimethylbenzene과 같은 다양한 VOC가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달개비 미

세핵 (Trad-MCN) 분석결과 실내 작업장의 다양한 유해물질에 의한 생성률 증가가 뚜렷하

게 나타났다. 실외에서는 자연  발생범 에 해당하는 미세핵 생성률을 보 다. 결론 으로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에 미치는 결과로 보아 화학공장 실내 작업장의 휘발성물질은 

근로자들에게 만성 으로 건강에 해를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화학  모니터링과 생물학

 유해성 평가방법을 병행함으로서 실내 작업장에서 유해물질을 평가하는데 있어 매우 효

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7. 단세포겔 기 동법을 이용한 사람 세포에서의 방사선과 수은화합물에 의한 DNA 손상 

평가

   진핵세포의 DNA 손상을 평가할 수 있는 단세포겔 기 동 (SCGE) 기법을 이용하여 수

은과 방사선에 의하여 유발되는 유 물질 손상을 평가하 다. 수은과 방사선을 단독처리 혹

은 조사 하 을 때 DNA 손상도에 비하여, 두 인자를 복합 으로 노출했을 경우의 손상도가 

확연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방사선 후 수은 처리군은 이미 방사선에 의해 산화  

손상을 입은 DNA의 수복 기작을 방해하여 좀더 높은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같이 SCGE 기법은 방사선과 유해화학물질 각각의 향은 물론 동시 작용시 나타나

는 상승작용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유용한 수단이 되었다.

8. 방사선과 수은화합물 처리가 고등동물 세포  기 에 미치는 향

   납, 카드뮴, 수은 등의 속은 환경에 향을  뿐 아니라 생물체에 유해한 수 까지

도 축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isher 344 웅성쥐에 방사선을 조사하거나  수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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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을 음용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 다. 일정기간 경과 후 액학  분석, 청성분 분석은 

물론 신체 량  주요기 별 지수 분석을 통해 방사선과 수은의 향을 비교평가하 다. 

한 방사선 는 수은 처리후 신장에서 발 되는 특정 유 자를 분석하기 하여 분자생물

학  분석법을 용하 으며 생식조직에 한 면역조직화학  분석을 통해 유발된 세포자사

를 평가하 다. 평가결과 방사선과 수은은 손상을 유발하는 주 상기 이 다른 것으로 밝

졌으며 두 가지 유해요인이 동시 작용할 경우 높은 수 의 생체손상이 유발되는 것이 확

인되었다.   

9. 방사선민감성 돌연변이 세포와 야생형 세포의 LHR kinetics

   다섯 종류의 방사선민감성 돌연변이 종류와 세 종류의 야생종 효모에 하여 성장정지기

에 
60
Co 감마선과 

239
Pu 알  방사선을 조사한 후 생존율 공선과 liquid holding recovery 

kinetics를 측정하 다. 실험에 사용한 8종의 상에서 고LET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LET 

방사선 조사시에 비해 비회복성 구성비 (irreversible component)가 높게 나타났으나 회복 

확률 (recovery probability)는 성질이 다른 두 방사선 모두 동등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고 LET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라도 회복과정 자체는 향을 받지 않으며 고 LET 방사선이 

높은 상 생물 효과비를 나타내는 것은 비회복성 구성비가 높아진 때문이라는 것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돌연변이주가 나타내는 높은 방사선민감성은 회복 기  자체와는 무 하며 회

복이 불가능한 종류의 손상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10. 방사선과 고온을 복합처리한 세포의 회복  생존률 연구

   효모세포에 해 방사선과 고온을 순차 으로 는 동시처리한 후 생존율, 회복과정  

불활성화 정도를 분석하 다. 순차처리의 경우 방사선 조사 후 고온처리의 시간이 길어지면 

회복이 크게 둔화되었으며 동시처리의 경우 온도증가에 따른 큰 폭의 회복 감소가 나타났

다. 단 시간당 회복확률과 비회복성 구성분을 이용한 정량  이론을 용하여 방사선-열 

복합처리에 따른 향을 하 다. 즉, 회복 확률은 방사선-열 동시처리에 의해 향을 받지 

않으나 비회복성 구성분은 고온 처리의 함수로 증가한다. 특히 비회복성 구성분의 증가는 

방사선 조사 후 무분열 세포사멸로 이어진다. 결론 으로 방사선과 열 동시작용에 의해 나

타나는 상승작용은 회복능력 자체에 향을 주지는 않지만 비회복성 손상을 증가시키는 것

으로 해석할 수 있다.

11. 방사성 물질과 화학물질 복합오염에 따른 세포유 학  향

   보리에 
137
Cs과 속 (카드뮴과 납) 그리고 제 제 (2,4-D)를 동시처리 하 을 때 분열

조직에 유발되는 세포유 학  변이를 분석하 다. 부분의 실험군에서 부가반응을 기 으

로 산출한 상치보다 훨씬 높은 세포유 학  변이 값이 나타났다. 이는 다양한 요인이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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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으로 작용하 을 때 나타나는 시 지 효과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

12. 선량 감마선의 세포유 학  향과 선량-반응 계의 비선형성

   보리 배유에 10～1000 m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유발되는 염색체 이상을 분석하 다. 

염색체 이상 유발빈도의 선량-반응 계는 비선형으로 56～467 mGy 역에서 자연발생  

염색체 이상 빈도보다는 확연히 높으나 거의 선량증가에 따른 변화가 없는 고 (plateau)를 

나타내었다. 각기 다른 변수를 가진 수학모델에 하여 실험자료를 조정 (fitting)한 결과 선

령식이나 다항식 보다는 단계식 선령모델이 선량-반응 계를 표 하는데 합하다는 결론

을 얻었다. 이 같은 결론은 돌연변이 유발에 있어 선량 는 선량률에 의한 간 작용으

로 돌연변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

Ⅵ. 공동연구결과의 활용계획

    KAERI-INP 공동연구를 통하여 방사선생물학, 핵의학, 인간 모니터링, 환경생물학 분야 

등에 폭넓게 응용되는 제반 연구기법을 확립하 다. 특히 기 간 연계실험을 수행함으로써 

두 기 이 보유한 연구 장 을 최 로 활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소 보유

기술의 수 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공동연구를 통해 획득된 연구결과들은 SCI에 등재된 

유명학술지에 공동 논문으로 게재될 것이며, 이는 한․폴 간 과학기술분야 계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 연구과정  수립된 Trad-MCN 분석기술, 개선된 SCGE 기법, 조직화

학  검정기법  분자생물학  검정기법은 개선과정을 거쳐 두 력기 간 호혜  력

계 발 을 한 기술근거로 계속해서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식물검정기술을 이용하여 과학재단에 연구개발계획서(자주달

개비 생물검정기법과 화학분석을 병용한 실내오염물질의 유 독성 평가)를 제출한 상태로서 

과제가 채택될 시 식물검정법이 주요연구기술로 이용될 것이다. 한 국제 으로 공인된 생

물검정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북 서양조약기구/첨단연구소, 유엔환경계획/국제식물검정 로그

램 등과 같은 국제기구 주도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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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of Project

    Biological Efficiency of Interaction between Various Radiation and Chemicals

Ⅱ. Objectives and Necessity of Research

    The objectives of the project are to do cooperation between KAERI and INP, and to 

produce joint results from parallel studies in each institute. Since Poland i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with a long experience in radiation research, such an cooperation with 

INP can provide a great chance for KAERI to upgrade its R&D technologies in radiation 

research.

    Organisms including human are never exposed to one environmental factor. They 

live in the mixture of natural- and man-made radiations and various physico-chemical 

factors. The biological effects due to the combined action of several factors 

simultaneously are hard to be properly estimated in advanced. It is possible to develop a 

technology for assessing the combined effects using an experimental system which is 

sensitive to radiation. For that purpose, it is necessary to study in advance bioassay 

techniques in relation to a specific biological end-point. 

III. Work Scopes of Research

    The cooperative research consisted of the following work scopes.

1. Comparative study on biological effects of gamma-radiation and bisphenol A with 

Trad-MCN assay 

2.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octylphenol and radiation evaluated by Trad-MCN assay

3. Biological effects of mercury chloride(II) and radiation evaluated by Tradescantia 

stamen hair assay

4. Genotoxicity of heavy metals among the particulat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s 

assessed by Trad-MCN assay

5. Study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TSP collected from the subway station with 

Tradescantia bioassay

6. The comparison of VOC analysis and Trad-MCN bioassay for evaluation of hazardous 

materials in chemical workplace

7. Evaluation of DNA damage induced by radiation and mercury compound i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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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 by the SCGE assay

8. Effects of radiation and mercury chloride(II) on the organs and cells of a higher 

animal

9. LHR kinetics in wild-type and radiosensitive mutant cells exposed to low- and 

high-LET radiations

10. Survival and recovery of yeast cells after combined treatments with ionizing radiation 

and heat

11. Cytogenetic effects of combined radioactive and heavy metals and herbicide 

contamination on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cells 

12. Cytogenetic effect of low dose γ-radiation in Hordeum vulgare  germs: non-linear 

dose-effect relationship

IV. Results of Research

1. Comparative study on biological effects of gamma-radiation and bisphenol A 

with Trad-MCN assay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monstrate the biological effects of BPA, one of the 

well-known endocrine disruptors, by means of the Tradescantia micronucleus assay. The 

biological effect of gamma rays on the same cell system was also evaluated for 

comparison with that of BPA to estimate the equidosimetric effectiveness of BPA. Fresh 

cuttings of Tradescantia  BNL 4430 were treated with BPA solutions of 0 to 4 μM for 6 

hours for the absorption of the solution through the stem of the plant cuttings. Other 

groups of the cuttings were irradiated with 0 to 1.0 Gy of gamma-rays. The frequencies 

of micronucleus showed a positive dose-response relationship in the range of 0 to 0.5 

Gy, and a clear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in the experimental range of BPA 

concentrations. By comparing the two experimental results,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BPA concentration and its equivalent radiation dose for a fixed value of MCN frequency. 

BPA of 11.8 μM can give rise to 53.3 MCN/100 tetrads, the same frequency that is 

induced by 25 cGy of gamma-rays. It is of biological importance that clinical symptoms 

start to develop after a whole body exposure to radiation higher than 25 cGy.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octylphenol and nonylphenol in addition to BPA were also discuss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ollen mother cells were an excellent biological end-point 

for measuring toxicity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bisphenol A. In addition, 

Trad-MCN assay can be easily applied to measure the biological effects of su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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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crine disruptors such as octylphenol and nonylphenol.

2.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octylphenol and radiation evaluated by 

Trad-MCN assay

   Many kinds of synthetic chemicals have been being used for various purposes. Some 

of them are called 'Endocrine Disruptors' because they can disturb the endocrine system 

of organisms. Presently no technique is established for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biological risk of the environmental hormones. The pollen mother cells (PMC) of 

Tradescantia are very sensitive to chemical toxicants or ionizing radiation, and thus can 

be used as a biological end-point assessing their effect. Micronucleus frequencies in 

PMC showed a good dose- and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for radiation, 

bisphenol A and octylphenol. A parallel series of experiment using five increasing doses 

of gamma-ray at 10, 20, 30, 40 and 50 cGy was conducted. The MCN frequencies of 

12.0, 25.2, 41.7, 76 and 83 MCN/100 tetrads were observed from each of the increasing 

gamma-ray dosage groups, respectively. Le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gamma-ray 

data MCN frequencies yielded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5. The MCN frequencies in 

pollen mother cells treated with bisphenol A and octylphenol showed dose-response 

relationship in a concentration of 0, 1, 2, 4 μM and 0, 4, 10, 20 μM. The MCN frequency 

for the bisphenol A and octylphenol group yields 2.33, 8.06, 12.7 and 19.6 MCN/100 

tetrads for the bisphenol A and 2.33, 2.33, 11.47, and 17.6 MCN/100 tetrads for the 

octylphenol. The MCN frequency of the control was 2.33 MCN/100 tetrads. It is known 

from the result that Trad-MCN assay can be an excellent tool for detection of biological 

risk due to environmental toxicants or synthetic chemicals. 

3. Biological effects of mercury chloride(II) and radiation evaluated by 

Tradescantia stamen hair assay

   This study deals with the combined effect of radiation with mercuric chloride on 

Tradescantia somatic cell pink mutation. Tradescantia BNL 4430 was used as an 

experimental matierial. The somatic cell of Tradescantia are very sensitive to chemical 

toxicants or ionizing radiation, and thus can be used as a biological end-point assessing 

their effect. One group was irradiated with gamma-ray after mercuric chloride treatment. 

The other group was irradiated with gamma-ray without pretreatment of mercuric 

chloride. Pink mutation frequencies were analyzed using pooled data during the peak 

interval. A parallel series of experiment using four increasing doses of gamma-ray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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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0.5, 0.8 and 1 Gy was conducted. Pink mutation frequencies showed a good 

dose-response relationship for radiation. Le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gamma-ray 

data pink mutation frequencies yielded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7. From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 it is possible to estimate mercuric chloride for radiation and 

mercuric chloride. Tradescantia somatic pink mutation frequencies irradiated with 

gamma-ray after mercuric chloride treatment showed decrease in a concentration of 0.01, 

0.5, 1, and 5 μM. Tradescantia somatic cell pink mutation frequencies increase not 

change in concentration of 10, 20, 30, 40, 50, 60, and 70 μM. The pink mutation 

frequency for mercuric chloride(II) and radiation group yields 3.51±0.49, 2.88±0.51, 

4.19±0.54 and 4.11±0.63 pink mutation/100 hairs for 0.01, 0.5, 1, and 5 μM and 5.78±0.50, 

4.80±0.39, 5.82±0.56, 6.16±0.38, 4.71±0.57, 5.19±0.53 and 5.01±0.35 pink mutation/100 hairs 

for 10～70 μM. Mercuric chloride was treated in the concentration that did not affect the 

flower bud development. Through th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mercuric chloride at 

the low concentrations decrease somatic cell pink mutation induced by gamma-ray.

4. Genotoxicity of heavy metals among the particulat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s assessed by Trad-MCN assay

    In this study, we evaluated genotoxicity of heavy metals among particulates with 

Tradescantia-micronucleus (Trad-MCN) assay in the various working environment. In a 

synthetic fiber factory and a rubber factory, chromium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any other heavy metals. On the other hand, nickel concentration was the highest in a 

semi-conductor factory. The difference in genotoxicity among the working environ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rad-MCN frequencies were 4.67±0.35 MCN/100 tetrads 

(p<0.01) for the synthetic fiber factory, 5.73±0.81 MCN/100 tetrads (p<0.01) for the 

rubber factory, and 15.60±2.58 (p<0.01) for the semi-conductor factory. As a result, 

heavy metals among particulat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can be considered to have 

hazardous potential to human health, although they cannot directly induce  DNA damage 

to the workers in the working environments. 

5. Study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TSP collected from the subway station with 

Tradescantia bioassay

   Airborne pollutants in the subway facilities can be potentially harmful to the health of 

passenger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suspended particulates 

have mutagenic or carcinogenic effect on the plant cell systems. Total susp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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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ulates were collected with a high volume air sampler, in the entrance, the waiting 

room, and the platform of each subway station. The biological end-points in this 

experiment were the pink mutations in stamen hairs and micronuclei in the pollen 

mother cells of Tradescantia. The exudates were collected by shaking the filter papers 

from the sampler in distilled water for 24 hours. All the plant cuttings exposed to the 

exudates resulted in positive responses. The micronucleus assay proved more reliable and 

sensitive to the test than the stamen hair assa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ir 

particulates can give an adverse effect on the health of subway passengers.

6. The comparison of VOC analysis and Trad-MCN bioassay for evaluation of 

hazardous materials in chemical workplace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esence of hazardous material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using an integrated chemical/biological monitoring. Chemical workplace field air for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alysis was collected using a collection tube packed 

with Tena.x TA adsorbent 400 mg. Workplace field air samples were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Simultaneously, Tradescantia BNL 4430 

clone was exposed in situ to monitor hazardous material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GC/MS analysis showed the presence of various VOCs such as trichloroethylene, toluene, 

ethylbenzene, (m,p,o)-xylenes, styrene, 1,3,5-trimethylbenz-

-ene, and 1,2,4-trimethylbenzene. The results showed that in situ monitoring of VOCs 

with the Tradescantia-micronucleus (Trad-MCN) assay gave positive result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and negative response at outdoor air. In conclusion, inhalation of these 

field air by workers may affect chronic demage to their health by inducing micronuclei 

formation in Tradescantia  pollen mother cells. The combination of chemical/biological 

monitoring is very effective to evaluate hazardous materials in workplace field and can 

be alternatively used for screening hazardous materials.

7. Evaluation of DNA damage induced by radiation and mercury compound in 

human cells by the SCGE assay

   The mercury is among the most highly bioconcentrated toxic trace metals in m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and organisations have targeted mercury for possible 

emission control. The mercury toxicity depends on its chemical form, among which 

alkylmercury compounds are the most toxic. A human cervix uteri cancer cell line HeLa 

cells was employed to investingate the uptake of the toxic heavy metak mercury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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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irradiation. In the in vitro  comet assays for the genotoxicity in the HeLa cells, the 

group of Hg treatment after the irradiation showed that more DNA breakage occurred in 

the other groups. The tail extent moment and olive tail moment of the control group 

were 4.88±1.00 and 3.50±0.52, respectively. The tail extent moment and olive tail moment 

of only Hg treatment group were 26.90±2.67 and 13.16±1.82, respectively. The tail extent 

moment and olive tail moment of the only 0.001, 0.005, 0.01 Hg group were 12.24±1.82, 

8.20±2.15, 20.30±1.30, 12.26±0.52, 40.65±2.94 and 20.38±1.49, respectively. In the case of 

Hg treatment after the irradiation, the tail extent moment and olive tail moment of the 

0.001, 0.005, 0.01 Hg group were 56.50±3.93, 32.69±2.48, 62.03±5.14, 31.56±1.97, 72.72±3.70 

and 39.44±3.23, respectively. Our results showed that Hg induced DNA single-strand 

breaks or alkali labile sites using the single-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Comet assay. 

It is agreed the established treatises. The mercury operate the DNA repair inhibition. The 

bacterial formamidopyrimidine-DNA glycosylase (Fpg protein) is recognizes and removes 

some oxidative DNA base modifications. Enzyme inactivation by Hg (Ⅱ) may therefore 

be due either to interactions with cysteine residues outside the metal binding domain or 

to very high-affinity binding of Hg (Ⅱ) within the zinc finger not readily reverside by 

Zn (Ⅱ). 

8. Effects of radiation and mercury chloride(II) on the organs and cells of a 

higher animal

   Heavy metals such as lead, cadmiun, and mercury were affected to the ecosystem 

and they can access and concentrate to toxic levels in organism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o the effect of mercury chloride (II) and gamma radiation using 
60
Co 

source in F344 rats.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Two weeks after whole body irradiation, organs were collected for 

measuring the induced injury. The hematological values (red blood cell, white blood cell, 

hemoglobin, hematocrit, etc.), serum biochemical constituents (total protein, GOT, GPT, 

ALP, LDH, BUN, creatinine, glucose, cholesterol, triglycerides, etc.) were checked and the 

organs (liver, kidney, testis, spleen) were weighed. Body weights and spleen and testis 

indices of irradiated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However, the body weight and kidney weight of mercury chloride-exposed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The results of hematolog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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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showed the distinctive damage in irradiated and mercury chloride-exposed groups. 

Quantity of apoptotic cells in seminiferous tubule of testis was confirmed twofold 

elevation by TUNEL staining in irradiated group compared with mercury 

chloride-exposed groups. The expression of the VEGF receptors (FLT-1, FLT-4, and 

FLK-1) increased in kidney of the mercury chloride-exposed groups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Assessment of DNA damage using Comet assay showed complex 

exposure of radiation and mercury chloride bring about a higher impairment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s of target organ and damage caused by 

irradiation and mercury chloride and synchronous exposure will cause the serious 

damage in living organisms.

9. LHR kinetics in wild-type and radiosensitive mutant cells exposed to low- and 

high-LET radiations

   Three wild-type diploid yeast strains and five radiosensitive mutants in the diploid 

state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from 
60
Co and alpha particles from 

239
Pu in the 

stationary phase of growth. Survival curves and the kinetics of the liquid holding 

recovery were measured. It was shown that the irreversible component was enhanced for 

the densely ionizing radiation in comparison to the low-LET radiation while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was identical for both the low- and high-LET radiations for 

all the strains investigated. It means that the recovery process itself is not damaged 

after densely ionizing radiation and the enhanced RBE of the high-LET radiation may be 

caused by the increased yield of the irreversible damage. A parent diploid strain and all 

its radiosensitive mutants showed the same probability for recovery from radiation 

damage. It follows that the mechanism of the enhanced radiosensitivity of the mutant 

cells might not be related to the damage of the repair systems themselves but with the 

production of some kind of radiation damage which cells are incapable of recovery.

10. Survival and recovery of yeast cells after combined treatments with ionizing 

radiation and heat

   Cell survival, recovery kinetics and inactivation forms resulted from both successive 

and simultaneous treatments of γ-rays (
60
Co) and high temperature were studied in 

diploid yeast cells capable of recovery. Both the extent and the rate of the recovery 

were shown to be grossly lowered with an increase in the duration of heat treatment 

(60Ñ) followed by radiation and with the exposure temperature increase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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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A quantitative approach describing the recovery 

process was applied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recovery per time unit and the 

irreversible component after the combined thermoradiation action. It was shown that the 

probability of recovery was independent of conditions of the thermoradiation action while 

the irreversible component gradually increased as a function of heat treatment (60Ñ) 

duration after sequential thermoradiation action and as a function of the exposure 

temperature after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The rise of the irreversible 

component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 of cell killing without postirradiation 

division. It is concluded on this basis that the synergistic interaction of ionizing radiation 

and hyperthermia in yeast cells is not related with the impairment of the recovery 

capacity per se and may be attributed to the enhanced yield of irreversible damages. 

11. Cytogenetic effects of combined radioactive and heavy metals and herbicide 

contamination on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cells 

   The cytogenetic disturbance yield in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under the 

conditions of combined exposure to 
137
Cs, heavy metals (Cd, Pb) and 2,4-D 

(dichlorophenoxyacetic acid) herbicide were studied. In most cases, the experimentally 

observed effects essentially differed from the values expected from an additive 

hypothesis. A bulk of data obtained in this work and earlier works makes one conclude 

that the synergetic increase in cytogenetic effects induced by the simultaneous influence 

of several factors of miscellaneous nature can be observed, as a rule, at low intensities 

of these factors. When a concentration/dose increases, additive, or antagonistic effects 

are more often registered. When combined with 
137
Cs contamination, antagonistic effects 

became more and more obvious as a second agent was changed from cadmium to lead, 

and then to herbicide, both by the "frequency of aberrant cells" test and "severity of 

aberrant cell damage" test. This finding suggests a principled capability of a mutual 

intensific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actually exists in situations of low-level 

exposures.

12. Cytogenetic effect of low dose γ-radiation in Hordeum vulgare  germs: 

non-linear dose-effect relationship

   The induction of chromosome aberrations in Hordeum vulgare germs after irradiation 

was studied for the dose range of 10 to 1000 mG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requency of aberrant cells and the absorbed dose is nonlinear and h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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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se-independent plateau within the range of 56～467 mGy where the level of 

cytogenetic damag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stinguishes from the spontaneous level. 

The comparison of the goodness of the experimental data fitting with mathematical 

models of different complexity, using the most common quantitative criteria, 

demonstrates the benefit of the piecewise linear model over the linear and polynomial 

ones in approximating the cytogenetical disturbances frequency. The results of our study 

also support the conclusion about indirect mechanism of induced by low doses or dose 

rates mutagenesis.

V. Plan for Use of the R & D Results

   Through the cooperative project, KAERI and INP have established wide variety of 

research techniques applicable to radiation bioscience, human monitoring, molecular 

epidemiology and environmental science. The joint experiment, in special, made it 

possible to utilize the merits of both institutes and to upgrade and verify KAERI's 

current technology level. All results of the cooperative research will be jointly published 

in high standard scientific journals listed in the science citation index (SCI), which can 

make the role of fundamental basis for improving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Poland. Research skills such as Trad-MCN assay, SCGE assay, immunohistrochemical 

assay and molecular assay developed through joint research will be further elaborated 

and will be continuously used for the collaboration two institutes. 

   For the nearest future trial, The research proposal "Evaluation of genotoxicity of in 

door air pollutants with Tradescantia micronucleus assay and chemical analysis" which 

was submitted to KOSEF and now under review processes was based to the bioassay 

techniques developed in this project so far. With the experience to develop various plant 

bioassay techniques, KAERI can have greater chance to take part i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program such as NATO/ASI, UNEP/IPPB and EU program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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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 과제의 개요

제1  공동연구 추진 배경

   1994년 12월 10일 한국에서 개최되었던 한․폴 과학기술장  회담에서는 이듬해인 1995

년 5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제1차 한․폴 과학기술 공동 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 으며 

8개 제안과제에 하여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한국과 폴란드간의 과학기술 

분야의 공동연구 기틀이 마련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KAERI)와 폴란드원자물리연구소 (INP) 두 기 은 방사선 지표생물 

연구는 물론 방사선생물학, 방사선 환경분야  핵의학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 걸쳐 공동

심사가 있음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하여 상호 확인한 바 있다. 특히 폴란드핵물리연구소 

소장 (Prof. Andrzej Budzanowski)  국제 력 련 부서에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의 공

동연구에 극성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련 정부기 인 Polish Atomic Energy Agency 

(장  Dr. Niewodniczanski)도 한국과의 공동연구에 각별한 심을 가지고 있다. 

   제1차 한․폴 과학기술 공동 원회 개최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995년 12월 한국원자력연

구소와 폴란드핵물리연구소 (KAERI-INP) 간의 공동연구에 한 약정 (MOU)을 체결하

다. 이를 근거로 ‘지표생물을 이용한 방사선량 감시’에 한 국제공동연구를 1995년～1998년

에 걸쳐 수행한 바 있다.

   한편 두 연구기 간 공동연구가 호혜 이라는 에 인식을 같이하고 1998년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체 향 연구’를 MOU의 보조약정 (Annex II)에 추가함으로써 

본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듬해인 2001년 7월 27일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제3차 한국․폴란드 과학기술공동 원회에서 양기 에서 상정한 의제를 합의함에 따

라서 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체결된 약정에 따라 공동 심 분야에 한 양 기 의 독립  연구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양 기 이 공동 참여하는 연계실험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공동연구개발을 수행

하 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 본 공동연구를 통해 폴란드핵물리연구소의 연구시설과 숙련된 

인력을 공동 활용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장기간 축 된 방사선생물학 련기술을 빠른 

기간 내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 연구정보 교환, 연구원 상호 교환방문  

공동연계실험 수행을 거쳐 새로운 기술을 조기․도입하여 정착시킬 수 있었으며 이러한 과

정을 통해 습득한 기술을 한국  실정에 맞도록 개선함으로써 실용화에 근할 수 있는 응

용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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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구개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  요성 

   폴란드는 라듐을 발견한 방사선화학자 퀴리 부인 (Maria Sklodowska-Curie)의 명성에 

걸맞게 방사선 연구에 오랜 경험을 보유한 방사선 연구개발 분야 선도국의 하나이다. 특히 

방사선생물학, 방사선물리학  방사선화학 등 기 과학 분야가 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과 폴란드의 방사선 연구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 핵물리연구소간의 공동 력은 

우리나라 방사선 연구개발 기술을 획기 으로 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인간과 생물체는 생활환경 에 혼재해 있는 인공  자연 방사선과 여러 가지 물리․화

학  요인의 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이온화 방사선이 가지고 있

는 특성을 정  이용하기 한 노력이 증 되고 있으며 특히 생물․화학  이용효율을 증

가시켜 특정 목 을 달성하기 해서 방사선과 화학물질을 병용하는 사례가 증가되는 실

이다. 이와 같은 방사선이용기술 (RT; radiation technology)은 BT, ET, NT 등 주요 기술과 

연계성이 클 뿐 만 아니라 상호보완 이기 때문에 독립 인 국가 핵심기술의 하나로 인정되

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 으로 작용할 때 생물체에 유발되는 향은 다양하기 때문

에 사  측이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두 가지 이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물체

가 받게 되는 자극 는 손상은 복합작용의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복합요인에 의한 상호작용 해석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부분의 연구

가 단편  실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

하는 생물실험계를 확립하여 이들을 이용한다면 술한 이온화 방사선  화학물질의 복합

작용을 해석하기 한 과학  근거자료 획득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방사선지표식물 체

세포의 돌연변이 분석법 (TSH assay), 그리고 화분모세포의 미세핵 분석법 (Trad-MCN 

assay)을 이온화 방사선과 화학요인의 복합작용을 규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으며 고등동물에

서는 이온화 방사선에 민감한 세포군인 생식조직세포  림 구를 생물말단  (biological 

end-point)으로 이용하여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복합작용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처럼 

방사선과 화학물질 등 물리․화학  자극에 민감한 생물말단 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요인

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물학  향을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이들 생물말단 에 한 각

각의 분석기법을 확립하는 연구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 핵물리연구소는 방사선생물학, 핵의학  방사선환경 분야 

등에 공동 심사를 가지고 있기 각기 보유하고 있는 강  기술을 상호 수  공유하는 등 

상호 보완  력을 수행하여 왔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 핵물리연구소간 체결된 

력 정을 근거로 삼아 지 까지 공동 심사에 한 양기  병립  연구를 원칙으로 하고 

요사안에 해서는 두 기 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왔다. 지 까지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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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력을 통해 호혜 인 력 계를 구축해 온 것은 물론 폴란드 강 기술 분야의 하나인 

방사선 연구기술을 도입, 상호 수 는 공동 개발함으로써 우리나라 RT 분야 발 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 다. 특히 공동 력의 결과를 국제  명 학술지 논문으로 

다수 공동 게재하는 등 목할 만한 성과를 거둬왔다. 

   동․식물계에 미치는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향을 별하고 이를 사람의 림 구 손상정

도와 비교하는 것은 각종 자극 요인이 사람에 미치는 궁극  향을 단할 수 있는 기술개

발로 이어진다는 의미를 지녀 그 요성이 매우 크며 방사선의 효과를 정 으로 이용하기 

한 RT　기술 개발에 필수 인 요소로 인정된다. 특히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의 산업

 이용  의학  이용이 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을 감안할 때 방사선  특정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물체에 나타나는 향을 별할 수 있는 기술개발과 함께 이

를 개선한 응용기술을 확립하는 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지름길이 

되었다고 단된다.

제3  공동연구의 목   범

   본 공동연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핵물리연구소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강 기술

을 상호 공유하고 공동으로 발 시키는 한편 기 간 병립 이며 상호보완  실험연구를 수

행하여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본 공동연구의 목 을 두었다.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을 연구함에 있어 감마선  X-선을 방사선원으로 사용하 다. 화학물질의 경우 환

경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비스페놀에이, 옥틸페놀  노닐페놀의 향을 평가하 으며 의

학 (치과 )으로 이용되어 불가피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농업  산업 으로 사용

되어 직업 인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수은화합물을 연구 상범 에 포함시켰다. 

한 방사성 물질인 
137
Cs과 화학물질로서의 속 오염에 따른 생체 향을 분석하는 한편 방

사선과 고온처리에 의한 복합 향을 분석하여 이론  해석법을 수립하 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생체검정법들이 핵심기술로 이용되었다.

ㅇ Trad-MCN assay ; 자주달개비 화분모세포 감수분열  노출된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자

극에 의해 유발되는 미세핵 (micronucleus)을 생물학  말단 으로 삼아 방사선량-반응 

계, 화학물질 농도-반응 계  복합  향을 분석하 다.

ㅇ TSH assay ; 종간잡종 자주달개비 꽃의 수술털 세포에 나타나는 체세포 분홍돌연변이를 

생물말단 으로 삼아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생체 향을 분석하 다.

ㅇ SCGE assay ; 사람세포(세포주)를 배양하여 방사선과 화학물질을 처리하고 이 때 유발

되는 세포의 DNA 손상정도를 단세포 기 동법으로 분석하 다.

ㅇ HC assay ; 실험동물을 방사선 신조사하거나 수은화합물을 음용시킨 다음 생식조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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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손상을 조직화학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ㅇ RT-PCR 수행 ; 실험동물의 생식조직에서 손상에 의해 나타나는 변화를 평가하기 하

여 역 사 합효소연쇄반응을 실시하여 생체손상 유발시 발 되는 유 자의 양상을 분

자생물학 으로 분석하 으며 그 결과를 조직화학  분석결과와 비교하 다.

   본 공동연구는 폴란드 강  기술의하나인 방사선생물학 련 기술을 도입 국내기술로 발

․정착시키는 것을 가능  할 뿐 아니라 연구결과의 국제학술지 공동게재를 통하여 국내 

방사선 련 분야의 국제  상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제4  상 국과의 공동연구 역할 분담 체계

   고등식물 생물검정법 (Trad-MCN assay, TSH assay)에 사용된 연구용 T-4430 식물체

의 stock culture는 폴란드원자물리연구소에서 입수한 식물체를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표 조

건 하에서 재배하여 사용하 다. 실험에 앞서 이들에 한 유  순수성 검증과정을 거친

후 공시재료로 사용하 다.  고등동물세포에 한 생물검정으로 SCGE assay에 사용된 사람 

세포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궁경부암 세포주인 HeLa 세포를 배양하여 

사용하 다. 한편 생식조직에 한 조직화학  분석  분자생물학  분석을 해서는 

Fisher 344 rat (웅성)를 사용하 다. 

  연구에 이용되는 기반시설로서의 방사선 조사장치의 경우 INP는 자체 보유시설인 X-선 

발생장치 (Phillips Co.)를 주로 방사선 조사에 이용하 으며 인 한 거리에 있는 University 

of Mining and Metallurgy (AGE)의 
252
Cf 성자 선원을 보완실험을 해 사용하 다. 한 

공동실험에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보유시설인 국가 2차 표  방사선장 시설을 활용 선량 

 정 선량 조사실험을 수행하 다 (X-ray). 한 고선량과 규모 시료조사실험에는 단

 조사시설의 
60
Co 방사선원을 이용하 다. 

   SCGE 분석을 한 설비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갖추고 있는 설비와 INP의 시설을 

각각 이용하여 병립  실험을 수행하 고 실험에 이용되는 공시세포 시료는 한국원자력연구

소에서 제공된 시료를 공동으로 사용함으로써 시료의 차이에 따른 오차를 배제시켰다. 한 

Trad-MCN assay 기자재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갖추고 있는 배양설비  미세분석 실험시

설을 이용하 고 원연에서 확립한 기술을 INP 측에 수 공유하여 공동실험에 활용하 다. 

   폴란드핵물리연구소는 공동연계실험의 경우 TSH 돌연변이 검경분석  세포 유 물질 

손상 평가를 한 SCGE assay에 5인의 연구인력을 실험필수 기간  투입하 을 뿐 아니라 

TSH assay처럼 후속 분석이 필요한 경우의 인력도 투입하 다. 공동실험에 소요되는 소모

성 경비는 실험연구의 work scope 별로 나 어 각자 부담하 다.

  연차별 연구 추진체계  흐름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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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에 한 향 분석 
연구의 KAERI-INP 상호 병립  수행 
기존 련 연구결과의 교환  공유

Trad-MCN/TSH assay 
시스템에 한   

선량-반응 계 검증

사람 세포 (HeLa) 세포 
DNA에 한 방사선 

손상도 분석

고등동물 생식세포에  
한 방사선의 손상평가 

Trad-MCN/TSH 실험계에 
한 화학물질 

반응 계 분석

사람세포에 있어서의 
수은화합물에 의한 DNA 

손상 평가

고등동물 생식세포에 
한 수은화합물의 

손상평가

방사선  화학물질에 
의한 미세핵  TSH  
돌연변이 정량화

방사선  수은화합물 
상호작용에 의한 DNA 

손상도 정량화

방사선과 수은화합물의 
생식세포 손상 정량화

방사선  화학물질의 반응 계 정립

Synergism 검출 방법론 설정  개발

복합  생물학  향에 한 해석기술 수립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향의 정량화  응용기술 개발

 - 상승작용 여부의 별  해석모델 개발
 - 생체 향의 정량화  해석기법 확립

제5  공동연구기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1. 공동연구기

ㅇ 기 명 : 헨리크 니보드니차인스키 핵물리연구소

            (The Henryk Niewodniczanski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ㅇ 주  소 : ul. Radzikowskiego 152, 31-342 Kraków, Poland.

ㅇ   화 : 48-12-662-8000

ㅇ   송 : 48-12-662-8458

ㅇ 개   

      폴란드 남부 지방에 치한 고도인 크라쿠 에 치하고 있는 핵물리연구소는 1955년 

직 폴란드 원자력청 장 의 부친인 Prof. Henryk Niewodniczanski에 의해 설립되었다.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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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명칭은 설립자의 이름을 따라 The Henryk Niewodniczanski Institute of Nuclear 

Physics로 불린다. 이 연구소는 2003년 말까지는 폴란드원자력청 (Polish Atomic Energy 

Agency) 산하기 이었으나 그 이후 폴란드과학원 (Polish Academy of Sciences)으로 소속

을 옮겼으며 연구소원의 숫자도 기존 400여명에서 1/4 정도가 어들어 인  규모가 축소되

었다. 

   본 공동연구의 상 부서인 방사선환경생물연구실 (Department of Radiation and 

Environmental Biology)은 실장인 Prof. Antonina Cebulska-Wasilewska를 비롯한 20 여명

의 연구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사선생물학 연구에 필요한 각종 연구시설을 갖추

고 있다. 자주달개비 식물체의 유지  증식에 필요한 형 자동화 유리온실과 각종 환경조

건의 인  조 이 가능한 형 배양설비 (growth facility)는 본 연구에 있어 활용도가 높

았던 시설들이다. 1998년에는 새로운 X-ray 조사시설을 완비하는 등 연구여건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 외에 방사선생물학  실험을 수행하기 한 다수의 SCGE 분석 련 설비를 보

유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로 실험동물 사육시설, 미경실, 온실 등을 갖추고 있다. 

2. 공동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ㅇ 성  명 : Prof. Antonina Cebulska-Wasilewska, Dr. hab.

ㅇ 직   : Head, Department of Radiation and Environmental Biology

ㅇ 연구능력

   공동연구책임자인 Prof. Antonina Cebulska-Wasilewska (Dr. hab.)는 재 폴란드핵물리

연구소 (INP)의 Scientific Committee의 원인 동시에 다국  과제인 EU project의 평가

원을 맡고 있으며, 폴란드 원자력/방사선 분야의 가장 권  있는 학술지인 "Nukleonika" 학

술  편집 원을 맡고 있을 뿐 아니라 ‘야길론 학교 (Jagielonian University) 방의학과 

겸임교수직을 맡고 있다. 한 INP 연구소의 방사선환경생물연구실 (Deepartmenmt of 

Radiation and Environmental Biology) 실장으로서 20년 이상에 달하는 방사선생물학연구 

수행을 통하여 습득한 선진연구 기법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방사선지표생물인 자주달개

비 연구에 있어서는  세계 인 심 역할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미국의 BNL 연구소와 

일리노이즈 학교, 네덜란드 Leiden 학, 그리고 체코, 독일 등지의 방사선 연구 분야의 

연구진들도 INP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연구책임자가 원자력 선진 각국으

로부터 그 연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유럽에서 다국  과제 

(NATO, UNEP  EU projects)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방사선 련 연구사업에 극 으로 

참여하여 활약함으로써 INP의 연구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Western Illinois 

학, 오스트리아 Vienna 학의 Cancer and Tumor Research Institute, 네덜란드 Petten의 

Netherlands Energy Research Foundation, 독일의 Ulm University, 체코의 Institut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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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Botany 등과 수행하고 있는 폭넓은 력연구는 INP의 연구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한 INP측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 능력을 입증하는 객

 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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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제1  생물검정 기술의 특성

   본 연구는 KAERI  INP가 각각 보유하고 있는 강 기술을 상호 공유하고 발 시키는 

한편 기 간  상호보완  실험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특히 방사선과 화학물질이 함께 작용하 을 때 나타나는 생체 향을 실험 으로 분

석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 실험기법을 수립하고 이를 이용한 연구를 수행하 다. 

○ 고등식물세포 분석 : 방사선지표식물 (Tradescantia)의 생식기 인 화아에서 분열 인 세

포들이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때 나타나는 손상은 화분모세포의 미세핵 

(micronucleus)으로 남게 되는 을 이용하여 이온화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복합작용에 

의한 생체 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한 체세포에 나타나는 유 자 돌연변이  치사돌

연변이를 생물말단 (biological end-point)으로 이온화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복합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 핵물리연구소의 상호검증 공동실험에 이 

기법을 개선․ 용할 것이며 수은이온과 방사선의 향을 정량화하는 기술이다.  

○ 동식물세포 손상분석 : 사람 세포주, 실험동물의 생식세포, 그리고 식물세포에서 추출한 

nucloid를 아가로스에 끼우고 세포막의 제거  unwinding 과정을 거친 다음 기 동을 

수행하여 이온화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복합작용에 의한 향으로 얼마나 많은 DNA 손

상이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한 이 분석기법을 용하여 방사선과 화학물

질의 복합작용으로 유발된 손상이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과정과 그 기작을 분석할 

수 있는 실험기법이다. 한 특정한 물질과의 면역반응을 이용한 조직화학  염색법을 

이용하여 necrotic cell, apoptotic cell 등을 구분해내는 한편 RT-PCR을 수행하여 손상이 

유발된 세포 는 조직에서 특징 으로 발 되는 유 자의 양상을 추 하는 기법을 연구

에 용하 다. 

제2  외국의 기술개발 황

   생물체의 생식기 은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 방사

선에 의한 손상이 쉽게 나타난다.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 (pollen mother cell)는 감수분열

을 통하여 4개의 꽃가루를 형성하는 웅성 생식세포로서 방사선 는 돌연변이원에 매우 민

감하다. 특히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의 염색체는 동일개체의 분열 인 체세포 염색체보다

도 훨씬 방사선에 민감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화분모세포의 감수분열 기 I 

(metaphase I) 염색체가 매우 엉성하여 검경시 모양을 뚜렷이 찰하기 힘들다는 단 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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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고 있기 때문에 염색체이상 분석에 잘 이용되지 못했었다. 방사선 생물학  연구와 련

하여 이 같은 단 을 극복하기 해서는 방사선 처리를 감수분열 기 I 기에 맞추어 시

행하고 난 후 분열 인 염색체에 한 당한 회복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무동원체 염색

체조각 (acentric fragment)이나 착성 염색체 복합부  (sticky chromosome complex)가 

감수분열의 4분자염색체 (tetrad) 시기에 미세핵으로 남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일명 TMN assay라 하여 돌연변이 유발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손상 연구에 이용되

기 시작하 다. 1950년  반에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식물체가 양부족 등의 화학  결

손에 의하여 PMC에서 미세핵이 생성됨을 밝혔다. 1970년  부터 포유동물 감수분열 세포

에서도 미세핵의 생성은 염색체 손상을 의미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물세포는 물론 식물세포에 있어서도 미세핵은 염색체 손상을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로서 

인식되기에 이르 다. 최근에는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을 이용하여 오염 토양  수자원

의 유 독성 평가, 액체상 는 기체상의 살충제의 유 독성 평가, 비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유 자손상 분석 등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의 응용분야가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다. 방

사선에 한 생물지표로서의 조건들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며, 선량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밝 진 자주달개비를 상생물로 이용하여 화분모세포의 미세핵 생성률과 감

마선과의 선량-반응 계를 수립하고, 타 분야 연구에 응용할 수 있는 미세핵 분석기술을 

확립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노력이 미국, 멕시코, 국 등의 국가에서 계속되고 있다. 

Trad-MCN assay에 한 국외 연구보고들은 다음의 문헌에 잘 나타나 있다. 

▷ Ma, T. H. The international program on plant bioassays and the report of the 

follow-up studyafter the hands-on workshop in China, Mut. Res., 426: 103-106 

(1999).

▷ Xu, Z., and Ma, T. H. Clastogenecity of formaldehyde fumes and X-rays evaluated by 

the Tradescantia-micronucleus assay, Environ. Exp. Bot., 39: 169-175 (1998).

▷ Ma, T. H. Micronuclei induced by X-rays and chemical mutagens in meiotic pollen 

mother cells of Tradescantia - A promising mutagen test system, Mut. Res., 64: 

307-313 (1979).

▷ Ma, T. H., Kentos, G. J. Jr., and Anderson, V. A. Stage sensitivity and dose response 

of meiotic chromosomes of pollen mother  cells of Tradescantia to X-rays, Environ. 

Exp. Bot., 20: 169-174 (1980).

▷ Grant, W. F. Higher plant bioassays for the detection of chromosomal aberrations and 

gene mutations-a brief historical background on their use for screening and 

monitoring environmental chemicals, Mut. Res., 426: 107-112 (1999).

▷ Wang, S., and Wang, X. The Tradescantia-micronucleus test on the genotoxicity of 

UV-B radiation, Mut. Res., 426: 151-15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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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미국 BNL 연구소를 심으로 방사선 지표생물로 Tradescantia를 선정하고 이에 

한  다른 방식의 연구가 활발히 수행된 바 있다. BNL 연구소는 실험재료의 생물학  변

이를 배제하기 하여 수종의 자체 클론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나라에서 이 BNL 

클론들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Tradescantia stamen hair (TSH) 체세포돌연변이를 이용하여 

원자로 성자의 생물학  효과비 (RBE)를 해석하는 등 성자포획치료법과 연 된 응용실

험을 수행한 사례도 있다. 일본은 쿄토 학교에서 개발된 KU 클론을 연구재료로 이용하고 

있다. 우라와 의 사이타마 학교에서는 최근까지 지속 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는 선량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율 변화에 하여 이 맞춰져 있으며 한편으로는 

방사선 이외의 환경내 돌연변이원에 의한 자주달개비 체세포돌연변이 반응  상승작용에 

한 연구도 활발하다. Ichikawa와 Nakata (1975)는 하마오카 원  주변에 자주달개비를 식

재한 후 시험 가동기간  가동정지 기간 의 환경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율의 차이를 측정

한 바 있다.

   Cebulska-Wasilewska et al. (1992)은 체르노빌 원  사고에 따른 기오염  그 향

을 평가하기 하여 T-4430을 이용하 다. 폴란드 크라쿠  지역에서 사고이후 11일 경과 

시 부터 자주달개비 수술털 세포의 돌연변이를 감지할 수 있었다. 수술털 백개당 평균 돌

연변이 빈도는 1986년에 0.43, 1987년에는 0.21을 나타내어 시간 경과에 따른 공기오염 방사

선 물질의 감소추세를 반 하 다. 부분의 형 원자력 사고시 방사능 오염의 범 가 주

변에 설치된 방사능 감시망 범 를 훨씬 과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의 천연감시

망으로서의 안 가능성이 제시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와 폴란드핵물리

연구소가 력을 시작한 1994년 이후 TSH assay를 이용한 공동연구 결과도 다수 보고되어 

있다. 이 같은 공동연구의 결과는 TSH 생물지표를 이용한 각국의 연구에 정  향을 미

칠 것으로 기 된다. TSH assay에 한 표  연구 보고들은 다음과 같다.

▷ Cebulska-Wasilewska, A., Schneider, K., and Kim, J. K. Relative biological efficiency 

of californium-252 neutrons in the induction of gene and lethal mutations in Trad-SH 

normal and enriched with boron-10 cells, Mutation Research - Fundamentals and 

Molecular Basis of Mutagenesis, 474: 57-70 (2001).

▷ Rekas, K., Cebulska-Wasilewska, A., and Capala, J. Biological efficiency of epithermal 

neutrons estimated from gene mutations in TSH assay. in Radioactivity: Risk and 

Hope, Book of abstract, Workshop in memory of Maria Sklodowska-Curie, Krakow, 

Poland, Oct. 6-7 (1997).

▷ Ichikawa, S., and Nakata, M. Increase of mutation of Tradescantia reflexa around the 

Hamaoka Atomic Power Station. Kakaku-Tokyo (in Japanese) 45:417-426 (1975).

▷ Cebulska-Wasilewska, A. Tradescantia  stamen-hair mutation bioassay on the 

mutagenicity of radioisotope-contaminated air following the Chernobyl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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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ident and one year later. Mut. Res., 270: 23-29 (1992).

제3  국내 기술개발 황

   미세핵 분석법을 용한 국내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태이다. 본 연구자  공동연구자들

에 의해 이온화 방사선이 자주달개비 화분모세포의 미세핵 생성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여 

선량-반응 계를 수립된 바 있다.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는 감수분열을 통하여 4개의 꽃

가루로 발 되는 생식세포로서 분열과정 에 방사선에 노출되면 염색체 조각이 분리되어 

미세핵을 형성하는 데 감마선의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미세핵 생성률도 뚜렷하게 증가하

으며 특히 50 cGy까지의 선량범 에서 선량별 미세핵 생성률의 최 값은 뚜렷한 선량-반응

계를 보 다는 을 밝혔다. 선량-반응 계식을 통해 볼 때 1 cGy의 부가  선량은 100 

사분자당 최  2개씩의 미세핵을 추가로 생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화분모세포 

미세핵 생성률의 방사선 지표성은 생물학  방사선량 감시를 한 필수선결 사항일 뿐 아니

라 공해물질의 생체 해성 검증, 수질과 토양의 건 성 평가 등에 한 응용성을 갖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은 비교  단순하며, 신속한 분석방법으로 결

과를 1∼2일 내로 얻을 수 있다. 방사선 처리시기를 감수분열 기 I에 맞추어 분석할 경우 

5 cGy 까지의 X-선을 감지해 낼 수 있으며 이같은 장 을 이용하여 기오염 물질이나 화

학  돌연변이원의 장 감시에도 용 가능하다. 본 연구의 선량-반응 계를 통하여 확인

된 바와 같이 환경내에 존재하는 각종 요인들의 복합  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상태에서도 4 

MCN/100 tetrads의 미세핵 생성률이 나타났으며 분석값의 변이폭을 고려한다면 사분자당 

10 여개의 미세핵은 자연 으로 발생할 수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조 값으로서의 

자연생성률을 사 에 확인하는 것은 미세핵 분석법을 통한 생물학  환경감시에 있어 필수

인 과정이며 부가 인 방사선량이나 돌연변이원 는 환경독성물질의 향으로 증가되는 

미세핵 생성률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한 선결과정이다. 실험연구에 이용되는 자주달개비는 

주로 무성생식의 일종인 분주법으로 증식되기 때문에 유  특성이 균일하게 유지될 수 있

다. 화분모세포는 고등식물의 생식세포이기 때문에 PMC의 염색체 손상의 정도는곧 다음  

(generation)로 이어지는 유  손상의 척도이기도 하다. 특히, 취화서는 in vivo인 동시

에 in vitro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획득한 결과에 한 생물학  의미가 인정될 수 있다. 

방사선처리 후 고정된 화서 시료는 훗날의 세포유 학  실험분석을 해 량으로 장기 보

존할 수 있다는 과 검경을 해 제작된 라트도 당한 부가  처리과정을 거쳐 

구표본으로  보 할 수 있다는 은 큰 장 들로 인식된다. 사분자세포의 평균 크기가 약 

20 ㎛이며, 생성된 미세핵의 경우도 0.5∼3 ㎛로 비교  크기 때문에 미경하에서 용이하게 

찰할 수 있다. 반면에 TMN 분석법이 안고 있는 단 들도 있다. 미세핵을 이루는 염색체

의 손상만을 말단  (end-point)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분석결과는 단순한 상  손상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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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지표할 뿐 정확한 염색체 손상을 모두 지표하지는 못한다. 다시 말하자면 역 , 좌, 

복 등의 염색체 이상과 염색분체 교환, 염색분체 재배열 등의 염색분체 이상에 한 정보는 

MCN 분석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 한 TSH 분석법과는 달리 식물체의 부분 에서도 극

히, 제한 인 감수분열기만을 분석 상으로 삼기 때문에 된 방사선량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특히 화분모세포의 미세핵 생성은 방사선이나 돌연변이원에 지나치게 민

감하여 미세핵 자연발생율이 식물의 생육 조건에 따라 변이를 보이게 될 뿐 아니라 방사선

량이 높은 역에서는 오히려 화분모세포의 감수분열 자체가 억제되거나 세포의 사가 

해되기 때문에 미세핵 생성률의 선량반응 계가 다소 모호해지는 단 이 있다. 국내에서의 

TMN assay를 이용한 연구 사례는 다음과 같다. 

▷ Kim, J. K. et al., Biological Monitoring of Radiation using Indicator Plants, 

KAERI/RR-1583/95,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1995).

▷ Kim, J. K., Song, H. S., and Hyun, S. H.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micronucleus 

frequency in pollen mother cells of Tradescantia, J. Kor. Assoc. Radiat. Prot., 24(4): 

187-192 (1999).

▷ 김진규, 신해식, 이병헌, 가돌리늄 화합물이 처리된 자주달개비 화분모세포의 미세핵 

생성율에 미치는 감마선의 향, 한방사선방어학회 2000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119-122, 조선 학교, 2000. 11. 3-4, 주 (2000).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자주달개비 식물체의 방사선 감수성에 한 실험  자료를 확보

하기 한 방사선 지표생물 연구노력을 기울여 왔다. 방사선 지표생물  선진국에서 주로 

연구에 이용하는 T-4430, T-02, KU9 클론을 확보하여 증식시키고 있으며 이들을 이용한 

방사선 종류별 반응 계 규명은 물론 환경요인, 농약살포 등에 의한 복합  반응 향에 

한 실험연구가 계속 으로 수행되고 있다. 지 까지의 연구개발 실 으로는 각종 방사선의 

선량 역에서의 TSH 변이 반응성 별기법 확립, 자주달개비 생물지표의 감마선, X선 

 성자에 한 선량-반응 계 수립, TSH 체세포 돌연변이에 있어서의 californium-252 

성자의 생물학  효과비 검증, 환경인자 (photoperiod, diurnal temperature difference 등)

와 방사선의 복합작용에 의한 향 해석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소 곡농장의 감마육종장에 선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간격별로 자주달

개비를 식재하여 선량에 따른 수술털세포의 돌연변이율을 측정하 다. 방사선장내의 선량범

는 3.6 mR/day에서 182 R/day 으며 105 R/day 이상의 고선량율을 제외하고는  실험

범 에 걸쳐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돌연변이율도 비례 으로 증가함을 밝힌 바 있다. 한 

3.6 mR/day의 선량율의 조건하에서도 T-4430의 돌연변이를 감지할 수 있었으며 이로써 과

수나 상수의 돌연변이 유발에도 감마선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보

고가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된 방사선 지표생물에 한 연구이다. 최근에는 환경내 해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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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 되기 시작하면서 환경재해 방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TSH 생물지표를 이

용한 원자력 시설 주변 환경방사선의 생물학  안 성 평가, 살충제 등 농업재해 련 요인 

 그 향에 한 생물학  정보획득 수단으로 활용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Kim, J.K., Chun, K. J., and Lee, D. W. Disaster-preventive monitoring of radiation 

using indicator plants, Journal of  Disaster-Prevention, 3(1): 33-45 (2000).

▷ Kim, J. K., Lee, Y. K., Kim, J. S., Shin, H. S., and Hyun, S. H. Effects of combined 

irradiation of neutrons and γ-rays on the pink mutation frequencies in Tradescantia, 

J. Kor. Assoc. Radiat. Prot., 25(2): 67-73 (2000).

▷ Cebulska-Wasilewska, A., Rekas, K., and Kim, J. K. Application of TSH bioindicator 

for studying the biological efficiency of radiation, Nukleonika, 44(1): 15-30 (1999).

▷ Kim, W. R., Kim, J. K., and Cebulska-Wasilewska, A. Effect of photoperiod on 

radiation-induced pink mutations in Tradescantia stamen hairs, Kor. J. Environ. 

Biol., 17(3): 331-335 (1999).

제4  SCGE assay를 이용한 국내외 기술개발 황

    단세포 겔 기 동 (SCGE) 기법은 혜성분석 (comet assay)이라고도 불리며 각각의 세

포에서 DNA 손상을 직  가시화하는 기 동 기술로서 1984년에 Ostling과 Johanson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이 기술은 낮은 선량의 방사선이 조사된 세포를 슬라이드 상

의 얇은 아가로즈 겔에 끼워 넣어 세포막의 분해, 기 동, 그리고 형  염료로 염색하는 

단계를 거친다. 류가 하 을 띠고 있는 DNA를 핵으로부터 잡아당김으로써 완화된 DNA

와 깨진 DNA 편들은 이동시키게 된다. '혜성' 같은 모양에서 이름 붙여진 이 이미지가 

DNA 손상정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이용된다. Ostling과 Johanson은 기 동이 이 지는 동

안 head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DNA의 양이 실제로 조사된 방사선량과 계가 있음을 찰

하 다.

   기의 Ostling과 Johanson의 성  방법은 DNA 나선 (supercoiling)에서 나타나는 

한가닥 단 (SSBs single-strand breaks)을 민감하게 검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자

들에 의해 사용된 세포막 분해 조건은 모든 단백질을 제거하는데 비효과 이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세포막 분해 조건이 아닌 방사선의 주요 향 때문에 DNA 나선이 상실되고 DNA

의 '후 ' 방출로 나타내어 졌고 SSB의 존재를 민감하게 감지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확실한 세포막 분해 조건들을 사용하 을 때 세포의 단백질이 95% 이상이 상실되어 깨어진 

duplex 분자가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기에 두 실험실에서는 독립 으로 변성 조건을 달

리하여 DNA SSBs를 측정하는데 용하 다.

   SSBs는 일반 으로 높은 pH 조건하에서 실시되는 alkaline unwinding, alkaline elution, 



- 15 -

그리고 alkaline sucrose sedimentation 등과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었다. 원리는 단지 알칼리

에 의해서 DNA 염기 이 해리되어 단일 가닥에서 나타나는 불연속성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성 pH에서의 long duplex molecule의 연속성은 SSB에 의해서 향을 받지 않

는다. 그러나, 이런 성 조건의 SSBs는 핵 안에서 DNA의 나선과 조 한 응축 

(packaging) 때문에  DNA의 반응에 심오한 향을 미칠 수 있다. 진핵 세포 (eukaryotic 

cells)의 DNA 분자들은 (길이 50∼100 cm) 직경 5∼10 ㎛의 핵 안에 맞도록 105 배로 응축

되어야만 한다. SSBs는 나선 구조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출발 이라는 에서 요성

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선 구조의 완화를 통해서 가시 인 시험이나 DNA 

sedimentation 분석 등의 방법으로 DNA 손상을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혜성분석에서 

사용된 차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결과들은 나선 완화와 alkaline unwinding의 조합 는 

나선의 완화 자체에 의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DNA에서의 가닥 단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분석법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들 각각은 

특정한 장단 들을 가지고 있다. SCGE assay는 single cell suspension 상태로 얻을 수 있

는 각종 진핵세포를 상으로 하여 DNA 손상과 수복의 세포간의차이 을 감지할 수 있다

는 과 극도로 작은 세포의 샘 을 (from 1 to 10,000 cells) 필요로 하며 단기간 (하루)에 

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는 에서 특히 가치가 있는 기술이다. 한, 혜성분석은 DNA 손상

의 측정을 진하고 강화하는 이미지 분석을 별도로 수행한다고 하여도 분석수행의 비용이 

매우 렴하다. SCGE 분석법의 개발 기에 Olive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은 이 방법으로 분

석된 단일 세포에서의 손상 감지 민감도가 세포군내의 평균 손상을 측정하는 다른 분석법의 

민감도와 유사하다는 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근래의 보고서에서는 다른 방법들에 비

해 DNA 손상을 감지하는 민감도가 탁월함이 객 으로 입증되고 있다. SCGE 기술의 민

감성은 UV 방사선 조사 후 exogenous UV endonuclease로 세포를 배양함으로써 UV 방사

선 조사의 결과로 생기는 DNA 가닥 단을 알칼리 SCGE와 alkaline unwinding에 의해서 

조사함으로써 확인될 수 있었다. 그 결과, SCGE assay에서 10
9
 dalton당 0.1 DNA breaks만

큼의 은 양도 감지가 가능하 다. Schmezer와 그의 동료 연구자들이 alkaline elution 방법

과 비교하 을 때도 SCGE의 민감도가 탁월함을 알아냈다. 

   지 까지 SCGE assay는 산화  손상, UV, 이온화 방사선에 한 감수성을 평가하는 데 

소량의 사람 림 구 시료를 사용하여 용되어 왔다. 림 구는 사람의 면역체계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림 구의 상태는 사람의 건강을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될 수 

있다. 

   지난 수년 동안에 혜성분석에 해 많은 심이 증 되어 왔고 특히 근래에는 많은 논문

에서 이 분석기술을 용한 결과들이 발표되었으며 한 새로운 분야에 용하기 한 연구

와 개선이 진 되고 있다. 혜성분석의 독특한 특징은 각각의 세포에서 DNA 손상의 정도

를 직  보여주기 때문에 한 세포군 안의 모든 세포들이 같은 정도의 손상을 받았는지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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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사선이 조사되는 동안 는 어떤 물질이 처리되는 동안에 항성

의 차이에 기인한 이종 반응을 나타내는 각 세포군을 인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특유

의 처리 차에 한 종양 반응의 견에도 용할 수 있다. SCGE 분석법은 한 다양한 실

험  조건들 하에서 DNA 손상과 수복을 연구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이 기술은 유 자 독성 

연구와 DNA 수복의 기 을 해석하기 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SCGE assay는 다양한 분야에 용이 가능하며 차 그 응용분야가 확장되고 있다. 국내

에서는 1999년 본 연구자가 SCGE assay를 용하여 복숭아 추출물이 가지는 방사선 방어

효과를 측정한 보고 이후 활발한 연구가 진행 이다.

▷ Ostling, O., and Johanson, K. J. Microelectrophoretic study of radiation-induced DNA 

damages in individual mammalian cells, Biochem. Biophys. Res. Commun., 123: 

291-298 (1984).

▷ Singh, N. P., McCoy, M. T., Tice, R. R., and Schneider, E. L. A simple technique for 

quantitation of low levels of DNA damage in individual cells, Exp. Cell Res., 175: 

184-191 (1988). 

▷ Olive, P. L., Banath, J. P., Durand, R. E. Heterogeneity in radiation-induced DNA 

damage and repair in tumor and normal cells measured using the "comet" assay,  

Radiat. Res., 122: 86-94 (1990).

▷ Kim, J. K., Park, T. W., Lee, C. J., and Chai, Y. G. Evaluation of protective effect of 

peach kernel extracts on radiation-induced DNA damage in human blood lymphocytes 

in the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J. Kor. Assoc. Radiat. Prot., 24(2): 93-99 (1999).

▷ Ptacek, O., Stavreva, D. A., Kim J. K., Gichner, T. Induction and repair of DNA 

damage as measured by the comet assay and the yield of somatic mutations in 

gamma-irradiated tabacco seedlings, Mutation Research - Genetic Toxicology and 

Environmental Mutagenesis, 491(1-2): 17-23 (2001).

▷ Gichner, T., Patkova, Z., Kim, J. K. DNA damage emasured by the comet assay in 

eight agronomic plants, Biologia Plantarum, 47(2): 185-188 (2004).

   이온화 방사선이 동식물체 는 세포에 미치는 향에 해서는 지 까지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물리  손상 요인으로서의 이온화 방사선과 화학  손상유발요인으로서의 화

학물질이 동시에 작용하 을 때 그들의 복합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생물학  향에 한 연

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심으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 을 

경우의 생물학  향을 연구한 사례가 보고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더 많은 연구를 요하는 

분야로 남아있다. 특히 방사선과 환경요인 (기온일교차, 주기, 염분 등)의 복합 향을 연구

한 사례가 다수 보고 된 바 있으나 방사선과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생체 향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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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단편 인 연구결과가 보고 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실험계 (특

히, 고등동식물 세포계)를 설정하고 이온화 방사선  화학물질의 향을 정량화 할 수 있는 

기법을 수립하는 동시에 이를 개선 발 시키는 근 노력은 궁극 으로 인체에 미치는 방사

선과 유해화학물질의 복합  향을 해석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방사선을 정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한 기술발 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5  두가지 요인 복합작용에 한 연구개발 황

1. 국내 련분야의 환경변화

   국가 복지  국민보건 향상을 해서는 원자력 발  분야뿐만 아니라 비발  분야에 

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균형 으로 이 져야 한다는 인식이 잡  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  의료 분야에 있어서 방사선의 정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용

되는 화학물질 한 질  양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산업  의료 분야에 있어서 방사선의 정  이용이 증가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사

용되는 화학물질 한 질  양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방사선에 민감한 생물지표 는 생

물말단 에서 사람 림 구와 TSH 세포는 돌연변이 반응성면에서 많은 유사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실험계를 병립 ․복합 으로 이용함으로써 다양한 유해물질, 화학물

질과 이온화 방사선의 상호작용에 의한 향을 정량 으로 평가할 수 있음이 연구개발 결과

로 나타나고 있다.

   복잡한  사회의 구조는 생물체에 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복합  요인의 공존하기 때

문에 생체 향의 평가를 해서는 다면평가기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

승 으로 작용하여 나타나는 synergism을 해석할 수 있는 평가기법의 하나로서 동식물 세

포의 DNA 손상을 가시 으로 평가하는 SCGE가 확립되어 가는 단계이다. 복합  요인에 

의한 생물체 해를 정확하고 신속히 진단․평가하여 조건별 응책을 사 에 비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생물체 해 는 손상을 이론 으로 해석할 수 있는 체계와 

분석기술의 체계  정립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2. 국외 련분야의 환경변화

   동유럽 국가들에 한 우리나라의 경제․산업  교류가 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과학기술분야의 교류․ 력의 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상 국인 폴란드에 한 우리나라의 경제투자 규모의 신장과 이 , 물  교류의 

신장세에 힘입어 폴란드의 우세 분야인 기 과학 분야의 공조 여건이 성숙되고 있다.

   한국-폴란드 과학기술공동 원회가 상설 기구에 하는 력 화의 채 로 가동되고 있

는 과 1995년 이후 지 까지 이어져온 폴란드원자물리연구소와 한국원자력연구소간의 공



- 18 -

동연구 수행 경험은 생명과학  환경 분야 반에 걸친 양국간 력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체코, 국, 미국, 독일, 오스트리아 등 여러 국가에서 방사선과 화학물질 는 유해 환경

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synergistic interaction을 깊이 있게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방사선에 

민감한 생물지표로서 사람 림 구와 TSH 세포계를 이용한 연구가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Synergistic interaction에 한 연구에 있어서 러시아 의학방사선연구센터 (MRRC RAMS)

는 뛰어난 연구업 을 가지고 있는 기 이다. 연구 상 생물로는 단순한 eukaryotic cell 

system인 효모 세포를 주로 이용하여, 이온화 방사선은 물론 비이온화 방사선 (non-ionizing 

radiation)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의 물리․화학  요인들간 상승작용을 연구하고 있다.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연구진은 복합상승 작용에 한 연구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계  수 의 연구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 Kim, J. K., and Petin, V. G. Theoretical conception of synergistic interactions, Kor. J. 

Environ. Biol., 20(4): 277-286 (2002).

▷ Kim, J. K., Petin, V. G., and Tkhabisimova, M. D. Survival and recovery of yeast 

cells after simultaneous treatment of UV light radiation and heat, Photochemistry and 

Photobiology, 79(4): 349-355 (2004).

▷ Petin, V. G., and Kim, J. K. Survival and recovery of yeast cells after combined 

treatments with ionizing radiation and heat, Radiation Research, 161(1): 56-63 (2004).

▷ Kim, J. K., VG Petin, V. G., and Zhurakovskaya, G. P. Exposure rate as a 

determinant of synergistic interaction of heat combined with ionizing or ultraviolet 

radiations in cell killing, Journal of Radiation Research, 42(4):361-369 (2001).

▷ Petin, V. G., Kim, J. K., Zhurakovskaya, G. P., and Rassokhina, A. V. Mathematical 

description of synergistic interaction of UV-light and hyperthermia for yeast cells, J. 

Photochem. Photobiol. B:Biology, 55(1): 74-7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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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결과

제1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을 이용한 비스페놀 에이  감마

선의 생물학  향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Biological Effects of Gamma-Radiation and 

Bisphenol A with Tradescantia  Micronucleus Assay)

1. 서  론

   합성화학물질의 이용으로 인하여 인간은 풍요롭고 윤택한 삶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이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제기되면서 사회 으

로 요한 심의 상이 되고 있다. 부분의 합성화학물질은 생태학  향에 한 명확

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러한 합성화합물질들 에서

도, 재 생태계에 요한 향을 미칠 것으로 의심이 되는 물질들, 다이옥신, 디디티, 피시

비, 비스페놀 에이 (BPA) 등은 선진국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하여 엄격하게 리하

고 있다. 이들 물질은 내분비계의 정상 인 기능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으로 배출된 

화학물질이 먹이사슬을 따라 고등동물의 체내에 유입되어 마치 호르몬처럼 작용함으로서 생

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화학물질에 노출로 인한 향은 정자수의 감소, 암 진, 

암수의 변화, 기형유발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1]. 합성화학물질은 앞으로도 

우리 생활에서의 용도가 증가됨에 따라 이들 물질들에 한 정확한 검색  시험법을 확립

하고 그 해성에 한 평가가 보다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물체의 생식기 은 매우 민감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 방사선과 환경

독성물질에 의한 손상이 쉽게 나타난다.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 (PMC; pollen mother 

cell)는 감수분열을 통하여 4개의 꽃가루를 형성하는 웅성 생식세포로서 방사선 는 돌연변

이원에 매우 민감하다 [1-2～1-5]. 특히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의 염색체는 동일개체의 

분열 인 체세포 염색체보다도 훨씬 방사선에 민감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1-3, 

1-6]. 그러나 화분모세포의 감수분열 기 I (metaphase I) 염색체가 매우 엉성하여 검경시 

모양을 뚜렷이 찰하기 힘들다는 단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염색체이상 분석에 잘 이용되

지 못했었다. 방사선 생물학  연구와 련하여 이 같은 단 을 극복하기 해서는 방사선 

처리를 감수분열 기 I 기에 맞추어 시행하고 난 후 분열 인 염색체에 한 당한 회

복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7]. 무동원체 염색체 조각 (acentric fragment)이나 착성 염

색체 복합부  (sticky chromosome complex)가 감수분열의 4분자염색체 (tetrad) 시기에 미

세핵으로 남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일명 Trad-MCN assay라 하여 돌연변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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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손상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 [1-8, 1-9]. 1950년  

반에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식물체가 양부족 등의 화학  결손에 의하여 PMC에서 미

세핵이 생성됨을 밝혔다 [1-10, 1-11]. 1970년  부터 포유동물 감수분열 세포에서도 미세

핵의 생성은 염색체 손상을 의미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물세포는 

물론 식물세포에 있어서도 미세핵은 염색체 손상을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로서 인식되기에 

이르 다 [1-9, 1-12]. 최근에는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을 이용하여 기오염에 한 발

암성 평가 [1-13], 오염 토양  수자원의 유 독성 평가 [1-14], 액체상 는 기체상의 살충

제의 유 독성 평가 [1-15], 비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유 자손상 분석 [1-16] 등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의 응용분야가 속도로 다양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Muller and Streffer [1-16]에 의하여 제시된 방사선에 한 생물지표로서의 

조건들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며, 환경독성물질  선량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

로 밝 진 자주달개비를 이용하여 비스페놀 에이에 의한 화분모세포 미세핵 생성률과 감마

선에 의한 미세핵 생성률을 비교․평가하 다. 

2. 재료  방법

공시식물체 : 실험용 식물체는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발돌연변이이율이 비교  

낮은 Tradescantia BNL 4430 클론을 사용하 다. 온실에서 건 하게 생육된 식물체로부터 

화서를 취하여 실험군별로 20개 이상의 화서를 생장상에서 24시간 순치시킨 다음 실험에 

사용하 다.

비스페놀에이 : 비스페놀 에이 (4,4‘-Isopropylidenediphenol, C15H16O2, Sigma Co.)는 순수 에

탄올에 용해시킨 다음 1, 2  4 μM의 농도로 조제하여 사용하 다. BPA를 기를 통해 

흡수할 수 있도록 순치된 화서군을 농도별 BPA 용액에 6시간 동안 침지하 으며 물질 흡수 

 화아의 발달을 하여 연속폭기를 실시하 다. 흡수처리가 끝난 직후 화서를 증류수로 

수세하여 잔존하는 BPA를 제거하 다. 

방사선 조사 : 방사선원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조사시설의 
60
Co (선원강도 약 150 

TBq, Panoramic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을 이용하 고, 취화서가 시드

는 것을 방지하기 해 양액에 침지한 상태로 조사하 다. 

화서배양 : 방사선 조사 는 BPA 흡수처리가 끝난 화서는 24시간의 회복기간  

Hougland's solution No.2 6배 희석액 [1-17]에 침지하여 생장상 내에서 폭기를 실시하 다. 

배양조건은 명기 14시간, 습도 70%, 온도 25℃, 조도 290 μE/m
2
/sec, 암기 10시간, 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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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온도 25℃를 유지하 다. 

미세핵 분석 : 화분모세포에 생성된 미세핵을 분석하기 해서는 화서의 고정, 장  염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련의 처리과정은 Ma [1-18]의 차를 따랐다. 비스페놀 에이  방

사선 조사가 끝난 시료는 양액에 침지하여 생장상 내에서 약 24시간의 분열 염색체 회복시

간이 경과한 다음 분석용 화서를 aceto-alcohol (1:3)로 고정시켰다. 고정액에 침지하여 24시

간이 지나면 70％ 에탄올에 담구어 냉장 장하 다. 미세핵 검경을 한 라트의 제

작은 'aceto-carmine squash method'에 따라 이 졌다. 처리가 끝난 후 실험군별로 10여

개의 슬라이드 라트를 제작하고, 학 미경 (Nikon) 하에서 배율 400배로 검경하여 

미세핵을 계수하 다. 통상 하나의 라트에서 약 300개 이상의 4분자 염색체를 검경하

여 100사분자당 미세핵 숫자로서 각 실험조건별 미세핵 생성률로 환산하 다.

3. 결과  고찰

   방사선  유 독성 물질에 의한 생물학  효과  돌연변이에 해서 획득된 데이터의 

양이 풍부할 경우 Chadwick과 Leenhouts [1-19]의 방사선 작용에 한 분자이론에 따른 정

교한 수식으로 선량-반응 계를 표 할 수 있다. 분자이론에 따른 선량-반응식을 보면 일

정한 선량범 까지는 돌연변이 발생률이 상승하여 정 에 이르게 되지만 선량이나 농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면 세포가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돌연변이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이때의 돌연변이는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선량이나 농도에 있어서의 반응양상을 보

면 방사선량이나 독성물질의 농도의 증가에 따른 생물학  효과가 선형 으로 증가하여 일

차함수 같은 양상으로 나타난다. 

  일반 으로 방사선  독성물질에 의한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는 종양유발 등의 생물

학  효과를 흔히 (1)식과 같이 간단한 선형 -이차함수  선량반응 계로 표 하기도 한다 

[1-20]. 이와 같은 linear-quadratic dose-response의 경우도 선량포화가 나타나지 않는 선

량 역에서는 선량의 제곱이 곱해지는 이차함수항이 생물학  효과에 미치는 기여분은 무

시될 수 있는 수 이기 때문에 선량 역에 있어서의 반응 계는 단순한 일차함수로 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차함수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는 것이 타당함은 이미 여러 연

구보고를 통해 잘 입증된 사실이다 [1-21～23].

FMCN = αD  +  b0   ----------------------------------------  (1)

여기서, 

FMCN = 최  미세핵생성률 (MCN/100 tetrads)

b0 = 미세핵생성률의 기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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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 단 선량당 나타나는 미세핵

D = 방사선량 (cGy) 는 물질농도 ( μM/ml)

   자주달개비 화서내에는 다양한 발육상태의 화아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일

부 화아 내에는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가 포함되어 있다.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는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받게 되면 염색체의 일부가 단되어 미세핵을 형

성하게 된다. 미세핵의 생성률은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나, 

50 cGy 이상의 다소 높은 선량 역에서는 MCN 생성률의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선량

-반응 계를 규정짓기는 곤란한 것으로 밝 졌다 [1-24]. 그러나 0～50 cGy 선량범 에서 

평균값보다는 최  MCN 생성률이 갖는 선량-반응 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1). 최  미세핵 생성률이 갖는 감마선량 반응식은 (2)식과 같다.

      FMCN = 1.97D + 4.05,   (r
2
 = 0.95)   ---------------------------  (2)

      여기서,

      FMCN = 최  미세핵생성률 (MCN/100 tetrads)

      D    = 감마선량 (cGy).

   이 계식의 회기계수 r
2 
= 0.95로 0～50 cGy 선량범 에 있어서의 선량-반응 계를 일

차함수로 표 하는 것이 통계학 으로 타당함을 알 수 있었다. 계식의 정의에 따르면 미

세핵의 자발생성률은 최  4 MCN/100 tetrads인데 이 값은 실제로 분석된 화분모세포 미세

핵 자연생성률의 범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5]. 

   비스페놀 에이 1, 2 그리고 4 μM의 비스페놀 에이가 감수분열 인 자주달개비 화분모세

포에 미치는 향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비스페놀 에이가  포함되지 않은 1%의 에

탄올 처리 조군에서의 미세핵 셍성률은 2.33±0.62이었다. BPA 1 μM을 처리하 을 때 미

세핵의 생성률은 8.06±0.70 (p < 0.01), 2 μM을 처리하 을 때는 12.76±1.06 (p < 0.01), 그

리고 4 μM을 처리한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  4분자 염색체에 나타난 미세핵생성률은 

19.67±1.52 (p < 0.001)이었다. 즉 처리한 비스페놀 에이의 농도가 높을수록 자주달개비의 화

분모세포에 나타나는 염색체 손상이 따라서 증가함으로써 자주달개비의 염색체변이는 비스

페놀 에이에 하여 뚜렷한 농도-반응 계를 나타내었다. 최  미세핵생성률이 갖는 비스페

놀 에이의 반응식은 (3)식과 같다. 비교  낮은 농도에서 비스페놀 에이가 식물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MCN = 4.26C + 3.24,   (r
2 = 0.98)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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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FMCN = 최  미세핵생성률 (MCN/100 tetrads)

      C    = 비스페놀 에이 농도( μM).

   이 계식의 회기계수 r
2 
= 0.98로 0～4 μM 농도 범 에 있어서의 농도-반응 계를 일

차함수로 표 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계식의 정의에 따르면 미세핵의 자

연생성률 (background rate)은 최  3.2 MCN/100 tetrads인데 이 값은 실제로 분석된 화분

모세포 미세핵 자연생성률의 범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6]. 

   실험결과로부터 수립된 반응- 계식을 이용하여 동일한 수 의 미세핵을 생성하는 방사

선량 는 비스페놀 에이 농도를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은 방

사선 처리시기를 감수분열 기 Ⅰ에 맞추어 분석할 경우 5 cGy까지 감지해 낼 수 있으며 

[1-2], 이와 같은 장 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1 μM의 비스페놀은 방사선 1.8 cGy에 의하

여 유발되는 것과 동일한 미세핵 생성률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의 여러 

세포군에 손상을 유발하여 임상  증상을 래할 수 있는 감마선량은 25 cGy인데 [1-27], 

이에 상응하는 비스페놀 에이의 등가농도는 11.8 μM인 것으로 계산되었다 (Table. 1-1). 인

간에게 향을  수 있는 비스페놀 에이의 농도는 2～5 ppb라는 보고된 자료와 

Trad-MCN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다른 생물학  분석법보다 탁월한 민감성을 

확인할 수 있다 [1-28]. 합성화합물질의 농도가 매우 미량인 농도에서 염색체의 손상으로 인

하여 미세핵을 유발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마선 선량별 최  미세핵 생성률의 선형 회기식 (2)식과 BPA 농도별 최  미세핵 생

성률의 회기식 (3)식을 이용하여 동일한 빈도의 미세핵을 유발하는 방사선량과 이에 상응하

는 BPA 농도를 게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미세핵 유발에 있어서 BPA가 가지는 단 선

량에 한 상  효과비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방사선량 1 cGy는 100 사분자 염

색체당 최  1.97개의 미세핵을 유발하는 한편, BPA 단  농도인 1 mM은 최  4.26개의 미

세핵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이용하여 상 효과비를 계산하면 1 mM의 

BPA는 방사선 2.16 cGy에 상응하는 생물학  손상을 유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주달개비는 온실의 생육조건에 따라 자연돌연변이가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온실에

서 임의 으로 화서를 취하여 미세핵 자연생성률을 하 다. 조군에 한 민감도를 확인

하기 하여 비교 실험군으로는 선량의 방사선 조사군을 이용하 으며 비스페놀에이 처리

에 한 음성 조군으로는 BPA 용매로 사용한 1% 에탄올을 처리한 실험군을 이용하 다. 

한 온실 생육에 필요한 수  살수에 수돗물을 사용하 으며 양액의 제조에 3차 증류수

를 사용하 기 때문에 이들에 한 향을 악을 한 분석도 수행하 다. 실험결과 자연

생성률은 2.75±0.55로 나타났으며, 이는 (2)식에서 미세핵의 자연생성률이 최  4 MCN/100 

tetrads로 볼 때 안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에탄올 1% 처리군은 2.33±0.62의 안정한 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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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핵 생성률을 나타냈었으나 수돗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미세핵 생성률의 변동폭이 상

당히 크게 나타났다. 그 값은 미세핵 자연생성률인 2.70±0.72에서 상당히 높은 9.00±1.16까지

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같은 결과는 정수처리 과정에서 투입된 염소가 염색체 이상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보고 [1-29]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염소처리는 시기에 따라 그 처리

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을 반드시 감안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3회 반복된 수돗물 

처리실험에서 높은 미세핵 생성률이 재 되지 않았다(Fig. 1-3). 

4. 결  론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에 많은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합성화학물질의 사용은 생태계의 다양한 변화를 유발하 고, 최근에 들어서 그러

한 변화를 감지하게 되었고, 인간의 생활환경에 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험한 물질

이라는 인식하에 심을 가지게 되었다. 변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물질에 해서는 부분 

추정에 그치고 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분류되어 리되고 있는 것들은 살충제, 다이옥

신, PCB, DDT와 같은 기존의 유기염소계 화학물질과 탈 이트, 비스페놀 에이, 폴리페닐 

에톡실 이트 등과 같이 라스틱 는 세제와 련되어 실제 생활과 매우 손쉽게 이용되는 

물질도 있으며 일부 속도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까지는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들에 한 해도 평가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한 동물실험을 통하여 실험

을 행하고 있으나 그 원인물질에 의한 결과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에

서 환경독성물질에 한 검색은 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식물의 세포계에 

나타나는 변화 는 손상을 근거로 하여 환경 내에 존재하는 환경독성물질의 생물학  향

을 평가하기 한 시도가 이 지고 있다. 방사선  돌연변이원에 민감한 자주달개비의 화

분모세포를 생물말단  (biological end-point)으로 이용하여 생물학  해도를 평가하고 생

물학  정보를 획득하기 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방사선과 내분비계장애

물질로 리되고 있는 비스페놀 에이가 선량과 농도에서 자주달개비 화분모세포의 미세

핵분석에 의하여 선량․농도-반응 계가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앞으로도 

다른 합성화학물질에 한 독성을 검색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단된다.  

5.    요

   This study was designed to demonstrate the biological effects of BPA, one of the 

well-known endocrine disruptors, by means of the Tradescantia micronucleus assa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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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effect of gamma rays on the same cell system was also evaluated for 

comparison with that of BPA to estimate the equidosimetric effectiveness of BPA. Fresh 

cuttings of Tradescantia BNL 4430 were treated with BPA solutions of 0 to 4 μM for 6 

hours for the absorption of the solution through the stem of the plant cuttings. Other 

groups of the cuttings were irradiated with 0 to 1.0 Gy of gamma-rays. The frequencies 

of micronucleus showed a positive dose-response relationship in the range of 0 to 0.5 

Gy, and a clear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in the experimental range of BPA 

concentrations. By comparing the two experimental results, it is possible to estimate the 

BPA concentration and its equivalent radiation dose for a fixed value of MCN frequency. 

BPA of 11.8 μM can give rise to 53.3 MCN/100 tetrads, the same frequency that is 

induced by 25 cGy of gamma-rays. It is of biological importance that clinical symptoms 

start to develop after a whole body exposure to radiation higher than 25 cGy.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octylphenol and nonylphenol in addition to BPA were also discuss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ollen mother cells were an excellent biological end-point 

for measuring toxicity of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bisphenol A. In addition, 

Trad-MCN assay can be easily applied to measure the biological effects of suspected 

endocrine disruptors such as octylphenol and nonyl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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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Radiation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micronucleus frequencies 

in pollen mother cells of T. BNL 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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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isphenol A concentration-response of micronucleus frequencies 

in pollen mother cells of T. BNL 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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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adiation dose and bisphenol A concentration for inducing the 

same frequencies of micronuclei in Tradescantia pollen mother cells

  

        

Bispehol A

( μM)

Micronucleus 

frequencies

(MCN/100 tetrads)

Radiation dose equivalent 

to BPA concentration

(cGy)

Remarks

0.5 5.4 0.68

1.0 7.5 1.8

2.0 11.8 3.9

4.0 20.3 8.2

8.0 37.3 16.9

11.8 53.3 25.0 *)

*) External whole-body exposure dose above which clinical symptoms can devel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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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Micronucleus frequencies induced by 1% ethanol (1% EtOH), distilled

water (DW), and spontaneous rate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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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Trad-MCN 분석법을 이용한 옥틸페놀  방사선의 용량  

방사선량-반응 계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Octylphenol and Radiation evaluated by 

Tradescantia-micronucleus Assay)

1. 서  론

   인간은 문명의 이기에 둘러싸여 풍요롭고 윤택한 생활을 리고 있다. 문명의 이기를 

해서 합성화학물질의 량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실이 되어 버렸는데 를들면, 농약, 라

스틱용기, 화학  첨가물이 있다. 합성화학물질들은 생태계  인간의 생식기능 하, 기형, 

성장장애, 암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합성화학물질을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생태계  인간의 호르몬계를 해 는 

교란하여 생물종에 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 오존층 괴, 지구온난화 문제와 

함께 요한 환경문제로 두되고 있다. 합성화학물질  옥틸페놀 (octylphenol)은 고순도 

페놀과 디이소부탄 (di-isobutene)을 반응시켜 얻어지고, 백색의 이크 상태로 유용성 페

놀수지, 계면활성제, 합성고무용 착부여제등에 사용된다. 이들은 라스틱용 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 리법에 의하여 찰물질로 규정되어 있다. 합성화학물질들은 화학 으로 안

정되어 있으므로 생분해성이 낮아 난분해성물질로 구분되고 있다. 이들 난분해성 물질은 생

물독성이나 생물농축성이 높아 농도라고 할지라도 생태계에 미치는 향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내분비계에 향을 주는 물질의 검색방법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며, 이들의 독성학  의미를 정량 으로 악하고, 어느 정

도의 용량에서 이러한 향을 나타내는가를 악하는데 있어 상당히 요하다. 내분비계 장

애물질에 의하여 생태계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정 인 향을 얼마나 잘 측할 수 있는

지를 아는 것이 매우 요하다. 한 합리 인 해성 평가와 규제를 한 원인과 결과  

용량-반응 계가 구체 으로 밝히기 한 방법이 개발되고 검증되어야만 한다. 이를 해서

는 환경에서 생물이 그 화학물질에 노출이 되는지 여부에 한 연구, 특히 민감한 종 는 

개체에 한 연구, 즉 지표생물에 한 연구와 환경에서 향을 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생물체의 생식기 은 방사선에 매우 민감한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온화방사선에 

의한 손상이 쉽게 나타난다.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 (PMC; pollen mother cell)는 감수분

열을 통하여 4개의 꽃가루를 형성하는 웅성 생식세포로서 방사선 는 돌연변이원에 매우 

민감하다 [2-1～2-4]. 특히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의 염색체는 동일개체의 분열 인 체세

포 염색체보다도 훨씬 방사선에 민감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2-4, 2-5]. 그러나 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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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포의 감수분열 기 I (metaphase I) 염색체가 매우 엉성하여 검경시 모양을 뚜렷이 

찰하기 힘들다는 단 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염색체이상 분석에 잘 이용되지 못했었다. 방

사선 생물학  연구와 련하여 이 같은 단 을 극복하기 해서는 방사선 처리를 감수분열 

기 I 기에 맞추어 시행하고 난 후 분열 인 염색체에 한 당한 회복시간을 부여하

여야 한다 [2-6]. 무동원체 염색체 조각 (acentric fragment)이나 착성 염색체 복합부  

(sticky chromosome complex)가 감수분열의 4분자염색체 (tetrad) 시기에 미세핵으로 남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일명 Trad-MCN assay라 하여 돌연변이 유발물질이나 방

사선에 의한 염색체 손상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 [2-7, 2-8].  1950년  반에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식물체가 양부족 등의 화학  결손에 의하여 PMC에서 미세핵이 생성됨

을 밝혔다 [2-9, 2-10]. 1970년  부터 포유동물 감수분열 세포에서도 미세핵의 생성은 염

색체 손상을 의미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물세포는 물론 식물세포

에 있어서도 미세핵은 염색체 손상을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로서 인식되기에 이르 다 [2-8, 

2-11]. 

   Trad-MCN assay와 같은 생물학 인 분석은 1,2-dibromoethane의 염색체변이유발 향

을 연구하기 하여 처음으로 사용하 다 [2-12]. X-ray의 선량-반응곡선과 다른 민감도의 

계로서 좀더 명확해졌다 [2-12]. EMS, sodium azide, hydrazoic acid, cyclohexylamine과 

maleic hydrazide와 같은 잘 알려진 돌연변이원을 가지고 확인하 다 [2-13]. 이 실험의 다

양성과 효율성 때문에, 오염지역의 연속 인 장감시를 수행하 고 화학물질을 검사함으로

서 신뢰할 만한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maleic hydrazide의 돌연변이 유발력과 

염색체변이 시스템을 인간 구와 비교연구한 결과, 인간 세포의 것과 식물 세포의 유

인 손상이 어느 정도의 범 까지는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졌다 [2-14]. 자주달개비 미

세핵 분석법은 신속하고, 간단하며 환경유해물질  염색체변이의 향이나 돌연변이 향

을 결정하는데 유효 한 시스템이다. Trad-MCN assay는 화학물질의 검색, 기  수질

오염의 감시, 환경의 외부  내부의 방사선 해성을 결정하는데 폭넓게 용하는 생물학

인 방법이다. 

   본 연구는 Muller and Streffer (1991) [2-7]에 의하여 제시된 방사선에 한 생물지표로

서의 조건들을 상당 부분 충족시키며, 환경독성물질  선량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밝 진 자주달개비를 상생물로 이용하 다. 화분모세포 미세핵 생성율이 환경독성

물질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추정되는 옥틸페놀 (octylphenol)의 농도에 따른 생물학  변

화를 확인하고자 하 다.

2. 재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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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재료 : 실험용 식물체는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발돌연변이율이 비교  낮

은 Tradescantia 4430 클론을 사용하 다. 온실에서 건 하게 생육된 화서를 취하여 실험

군별로 20개 이상 (>200화기)을 생장상 (growth chamber)에서 24시간 순치시킨 다음 실험

에 사용하 다.

방사선 조사 : 방사선원은 
60
Co (선원강도 약 150 TBq, Panoramic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을 이용하 고, 취화서 (cuttings)가 시드는 것을 방지하기 해 

기가 양액에 침지된 상태로 공기 에서 0～50 cGy를 조사하 다. 방사선 조사가 끝난 화

서는 새로운 Hougland's solution No.2 6배 희석액에 침지하여 생육상 내에서 두고 폭기를 

실시하 다. 

Bisphenol A : 비스페놀 에이 (4,4‘-isopropylidenediphenol, C15H16O2, FW:228.3, Sigma Co.)

는 수용액에서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에탄올에 용해시킨 다음 1%의 처리액으로 희석하여 1, 

2 그리고 4 μM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순치되어 있던 취화서를 각각의 농도별로 

비스페놀 에이의 처리액에 침지한 다음 폭기(aeration)를 실시하면서 6시간 동안 처리하 다.

Octylphenol : 옥틸페놀 (1,1,3,3-tetramethyl-1-(4-hydrozyphenyl)-butane, C14-H22O, FW: 

206.3, Sigma Co.)은 수용액에서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에탄올에 용해시킨 다음 1%의 처리액

으로 희석하여 1, 2, 4, 10, 20 μM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순치 되어 있던 취화서

를 각각의 농도별로 옥틸페놀의 처리액에 침지한 다음 폭기 (aeration)를 실시하면서 6시간 

동안 처리하 다.

미세핵 분석 : 화분모세포에 생성된 미세핵을 분석하기 해서는 화서의 고정, 장  염색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련의 처리과정은 기 보고된 차를 따랐다 [2-11].  처리가 끝난 

후 실험군별로 10여개의 슬라이드 라트를 제작하고, 학 미경 하에서 미세핵을 계

수하 다. 통상 하나의 라트에서 약 300개 이상의 4분자 염색체를 검경하여 100 사분

자당 미세핵 숫자로서 각 실험조건별 미세핵 생성률을 산정하 다.

3. 결과  고찰

   가. 선량-반응 계 (dose-response relationship)

       자주달개비 화서 내에는 다양한 발육상태의 화아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일부 화아 내에는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가 포함되어 있다.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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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받게 되면 염색체의 일부가 단되어 미세핵을 

형성하게 된다. 미세핵의 생성률은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

나, 50 cGy 이상의 다소 높은 선량 역에서는 MCN 생성률의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선량-반응 계를 규정짓기는 곤란한 것으로 밝 졌다. 그러나 0～50 cGy 선량범 에서 평

균값보다는 최  MCN 생성률이 갖는 선량-반응 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1). 최  미세핵 생성률이 갖는 감마선량 반응식은 다음의 (1)식과 같다.

      FMCN = 1.97D + 4.05,   (r
2
 = 0.95)   --------------------------  (1)

      여기서,

      FMCN = 최  미세핵생성률 (MCN/100 tetrads)

      D    = 감마선량 (cGy).

   이 계식의 회기계수 r
2 
= 0.95로 0～50 cGy 선량범 에 있어서의 선량-반응 계를 일

차함수로 표 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계식의 정의에 따르면 미세핵의 자

연생성률은 최  4 MCN/100 tetrads인데 이 값은 실제로 분석된 화분모세포 미세핵 자연생

성률의 범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1]. 

 

   나. 옥틸페놀 (octylphenol)

       옥틸페놀의 농도는 비스페놀 에이와 같은 농도 즉 0, 4, 10과 20 μM을 처리하 다. 

옥틸페놀이  포함되지 않은 1% 에탄올 처리군 0과 4 μM의 농도에서 화분모세포에 

미세핵생성율이 각각 2.33±0.62과 2.33±0.64 MCN/100 tetrads으로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10과 20 μM의 고농도에서는 각각 11.47±1.12 (p〈0.001), 17.6±1.89 (p〈0.001)로 

농도에 비해 상 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옥틸페놀은 0과 4 μM의 농도에서는 

비스페놀 에이와 비교하여 자주달개비 염색체변이에 덜 민감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10

과 20 μM의 농도에서는 비스페놀 에이의 2와 4 μM의 농도와 유사한 미세핵 빈도를 나타내

었다 (Fig. 2-2). 처리한 옥틸페놀의 농도가 높을수록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에 나타나는 

염색체손상이 따라서 증가함으로써 자주달개비의 염색체변이는 옥틸페놀에 하여 농도-반

응 계를 나타내었다. 최  미세핵 생성률이 갖는 옥틸페놀의 반응식은 (2)식과 같다. 비스

페놀 에이의 농도보다 비교  높은 농도에서 옥틸페놀이 식물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MCN = 0.83D + 1.34, (r
2 = 0.94)   --------------------------  (2)

      여기서,

      FMCN = 최  미세핵생성률 (MCN/100 tetr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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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 옥틸페놀 농도 ( μM).

   이 계식의 회기계수 r
2 
= 0.94로 0～20 μM의 농도범 에 있어서의 용량-반응 계를 

일차함수로 표 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 합성화학물질과 일상생활  산업활동은 불가분의 계를 유지

하게 될 것이다. 합성화학물질이 가져다주었던 사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은 일

상생활에서 편리성과 유연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계속 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합성화학

물질이 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한 방도로서 화학물질의 해성 평가에 근거한 

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향은 연령, 용량등과 같은 다양한 요

인에 의하여 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일반 인 화학물질과 다른 용량-반응 곡선을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합성화학물질의 해성 평가를 해서는 새로운 근법이 필요

하다. 각각의 물질에 따른 향의 민감정도를 악하여 우선 순 를 결정하며, 내분비계 장

애물질이 향을 나타내는 용량-반응에 한 평가와 재 상태의 오염 수 이 미치는 향

에 한 평가를 한 모델  해성 평가 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실히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비스페놀 에이와 옥틸페놀이 자주달개비 화분모세포에 유발하는 

미세핵 빈도의 선량․용량-반응 계를 통하여 생물학  향을 확인하 다. 그 결과를 통

하여 볼 때 Trad-MCN 분석법은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다양한 환경유해물질의 생물학  

향을 검색하는데 유용한 근법의 생물학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요

   Many kinds of synthetic chemicals have been being used for various purposes. Some 

of them are called 'Endocrine Disruptors' because they can disturb the endocrine system 

of organisms. Presently no technique is established for the quantitative assessment of 

biological risk of the environmental hormones. The pollen mother cells (PMC) of 

Tradescantia are very sensitive to chemical toxicants or ionizing radiation, and thus can 

be used as a biological end-point assessing their effect. Micronucleus frequencies in 

PMC showed a good dose- and 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 for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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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phenol A and octylphenol. A parallel series of experiment using five increasing doses 

of gamma-ray at 10, 20, 30, 40 and 50 cGy was conducted. The MCN frequencies of 

12.0, 25.2, 41.7, 76 and 83 MCN/100 tetrads were observed from each of the increasing 

gamma-ray dosage groups, respectively. Le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gamma-ray 

data MCN frequencies yielded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5. The MCN frequencies in 

pollen mother cells treated with bisphenol a and octylphenol showed dose-response 

relationship in a concentration of 0, 1, 2, 4 μM and 0, 4, 10, 20μM. The MCN frequency 

for the bisphenol a and octylphenol group yields 2.33, 8.06, 12.7 and 19.6 MCN/100 

tetrads for the bisphenol a and 2.33, 2.33, 11.47, 17.6 MCN/100 tetrads for the 

octylphenol. The MCN frequency of the control was 2.33 MCN/100 tetrads. It is known 

from the result that  Trad-MCN assay can be an excellent tool for detection of 

biological risk due to environmental toxicants or synthetic 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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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Micronucleus frequencies induced by radiation in pollenmother 

cells of T-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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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ylphenol (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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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Micronucleus frequencies induced by octylphenol in pollen mother 

cells of T-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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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염화 제2수은이 자주달개비 분홍돌연변이에 미치는 생물학  

향에 한 연구

        (Biological effects of Mercury Chloride and Radiation evaluated by 

Tradescantia stamen hair Assay)

1. 서  론

   다양한 환경요인과 화학물질로 인하여 식물체의 생장억제  합성 기구의 변화에 한 

연구는 식물자원의 보호  식량증산의 차원에서 요하다. 공업 용수나 농약 등에 함유된 

속 이온들은 일차 으로 담수나 해수에 녹아들어가 일차 생산자인 고등식물과 해수  

담수 조류에 흡수되며 [3-1], 더 나아가 다음 단계의 포식자들에게 농축되어 환경 보호 는 

식량 자원 보존의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두되고 있다. 수은은 비교  일 부터 인류가 

사용해온 속의 하나로서 이뇨제, 설사제, 매독치료제 등의 의학분야와 농업  산업분야

에서도 범 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그 독성에 해서는 1950년  일본에서 발생한 

Minamata 병이 보고 된 이후 세계 각처에서 무기  유기수은의 독사고가 발생하자 심

이 고조되기 시작하 다 [3-2]. 수은에 한 연구는 주로 임상 인 면에서 기질 , 기능  

장애와 더불어 환경  생물체 내에서의 축 정도  향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3-3], 수은이온은 생물체에 필수 인 미량원소가 아니며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식물의 합성 과정  막 구조에 있어서 아연이나 구리 이온보다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

려졌다 [3-4]. 특히, 무기수은과 메틸수은은 갑상선 종양과 신장부의 종양 증가 등이 보고 

되었으며, 미국환경청 (EPA)에서 인체 내 암 발생이 가능한 Group C로 분류하 다. 무기수

은제인 염화 제2수은 (HgCl2(Ⅱ))은 농약으로서 살충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염화 

제2수은은 살충력이 강하면서 작물에 한 약해도 큰데 유제나 분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농

작물 에서 농축되어 그것을 취식한 인간의 체내에 다시 농축되므로 주의해야한다. 식물체

에 한 부분의 속들의 억제 효과는 여러 작용부 에서 복잡한 기작을 통하여 일어난

다. 식물체의 다양한 향 에서도 염화 제2수은의 농도에 따른 식물체의 체세포돌연변이

에 미치는 유 인 손상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주달개비 수술털의 

선단세포는 분열능력이 있어서 발생 는 분열과정  방사선 등의 돌연변이원에 피폭되면 

민감하게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자주달개비는 꽃색의 표 형이 자주색으로 화서 

(inflorescence)의 발생 는 수술털 세포의 분열과정 에 방사선을 포함한 돌연변이원이나 

화학  발암원에 노출될 경우 민감하게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남색 표 형과 련이 

있는 유 자가 방사선에 의해 손상을 받으면 수술털 세포의 표 형이 분홍색 는 무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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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게 된다. 이와 같은 자주달개비 종간잡종 클론의 생물학  특이성을 실험상의 이론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3-5~7], 소독제나 농약으로 사용되는 수은이 

방사선과 함께 자주달개비의 수술털 세포계에 미치는 복합  향을 연구한 사례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주달개비 수술털 세포계에 의한 방사선의 선량-반응 규명외에 방사

선에 의하여 유발되는 자주달개비 수술털 분홍돌연변이 빈도가 염화 제2수은의 농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실험 으로 확인하고자하 다.

2. 재료  방법

공시재료 : 실험용 식물체는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발돌연변이율이 비교  낮

은 Tradescantia 4430 클론을 사용하 다. 온실에서 건 하게 생육된 화서를 취하여 실험

군별로 15개 이상 (>200화기)을 생장상 (growth chamber)에서 24시간 순치시킨 다음 실험

에 사용하 다.

방사선 조사 : 방사선원은 
60
Co (선원강도 약 150 TBq, Panoramic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을 이용하 고, 취화서 (cuttings)가 시드는 것을 방지하기 해 

기가 양액에 침지된 상태로 공기 에서 0.2, 0.5, 0.8  1 Gy를 조사하 다. 방사선 조사

가 끝난 화서는 새로운 Hougland's solution No.2 6배 희석액 [3-8]에 침지하여 생육상 내에

서 두고 폭기를 실시하 다. 

염화 제2수은 (HgCl2)처리: 염화 제2수은 (Mercury chloride, 승홍, FW:271.52, Sigma Co.)는 

수용액에서는 불용성이기 때문에 에탄올에 용해시킨 다음 1%의 처리액으로 희석하여 0.01～

5 μM의 4개 농도와 10～70 μM의 7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순치되어 있던 취화서

를 각각의 농도별로 화서 당 10㎕ (한쪽의 포엽에 5㎕)씩 마이크로 피펫을 이용하여 화아에 

처리하 다. 처리군은 침지한 다음 폭기 (aeration)를 실시하 다. 6시간 후 방사선을 조사하

다. 

식물체 배양 : 염화 제2수은 (HgCl2)의 처리  방사선을 조사한 취화서는 생장상 내에서 

배양하 으며, Hougland's solution No.2 6배 희석액을 3일에 한번씩 공 하여 주었다. 방사

선만 조사한 실험군과 염화 제2수은의 처리 후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의 배양조건은 명기 

14시간, 20℃, 습도 80%, 조도는 290 μ  mole/㎡/sec, 암기 10시간, 18℃, 상 습도 85%로 동

일한 조건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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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분석 : 돌연변이는 실체 미경을 이용하여 배율 25배하에서 계수하 다. 만개상태의 화

기를 실험군 별로 채화한 다음 6개의 수술을 모두 떼어내 라핀유가 도말된 슬라이드상에 

펴서 검경용 라트를 제작하 다. 돌연변이는 한 개 는 다수의 연속된 분홍세포군 

각각을 하나의 돌연변이 건 (event)수로 계수 하 다. 돌연변이 세포, 수술털 수  수술털 

세포수의 계수는 방사선 조사 후 4주 이상 지속 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방사선 조사 후 분

홍돌연변이율 증가가 두드러진 고조기간 (peak interval)의 검경결과를 통합한 자료 (pooled 

data)로부터 분홍돌연변이빈도 (pink mutations/100hairs)를 산정하 으며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조시료의 분홍돌연변이율을 보정자료로 사용하 다.

3. 결과  고찰

   가. 선량-반응 계 (dose-response relationship)

       일반 으로 방사선  독성물질에 의한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는 종양유발 등의 

생물학  효과를 간단한 선형 -이차함수  선량반응 계로 표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linear-quadratic dose-response의 경우도 선량포화가 나타나지 않는 선량 역에서는 선

량의 제곱이 곱해지는 이차함수항이 생물학  효과에 미치는 기여분은 무시될 수 있는 수

이기 때문에 선량 역에 있어서의 반응 계는 단순한 일차함수로 표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차함수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는 것이 타당함은 이미 여러 연구보고를 통해 잘 

입증된 사실이다 [3-9, 3-10]. 방사선에 의하여 자주달개비 수술털 세포에 유발되는 각종 돌

연변이는 방사선 조사 후 날짜가 경과함에 따라 차 증가하여 최 값에 이르 다가 다시 

감소하여 자발돌연변이율까지 낮아지는 포물선의 양상을 나타낸다. 방사선 조사실험군에 있

어서 0.2, 0.5, 0.8  1 Gy 조사군에 하여 방사선에 의한 분홍돌연변이율의 증가는 조사 

후 7일 경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조사 후 8일과 10일 째 사이에 각각 1.29±0.22, 4.0±0.75, 

6.41±0.23, 6.46±0.12의 최 값을 나타내었다.  방사선을 조사한 네 실험군 모두가 분홍돌연

변이가 증가하는 시기와 분홍돌연변이 최 값을 나타내는 시기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 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돌연변이율 고조기간은 통상 방사선 조사 후 6일에서 20일 사이에 나타

나며 공시식물체의 생육상태  실험처리시의 손상정도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

으나 본 실험에서는 네 실험군 모두 통상 인 고조기간 내에 돌연변이율이 증가하 다. 일

반 으로 분석결과의 통계  오차와 분산을 최소화하기 하여 돌연변이율이 최 값에 이르

는 날짜를 심으로 일정한 기간을 고조기간 (peak interval)으로 설정하여 이때의 돌연변이

율 검경결과를 통합하여 데이터 (pooled data)로 활용한다. 본 실험에서 분홍돌연변이가 확

연하게 증가한 고조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로 설정하 다. 네 조사실험군에 있어서 방사선

량의 증가에 따른 분홍돌연변이의 증가는 뚜렷한 일차함수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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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3-1). 이와 같은 선형 계식의 회기계수는 0.97로서 높은 통계  유의성이 인정된

다. 

   나. 염화 제2수은(Murcury Chloride, HgCl2)

       본 실험에서 분홍돌연변이가 확연하게 증가한 고조기간은 7일부터 11일까지로 설정

하 다. 일정한 선량 (1 Gy)하에서 염화 제2수은이 자주달개비 분홍돌연변이율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염화 제2수은의 농도 0.01, 0.5, 1, 5 μM를 처리한 후 방사선을 조사한 결

과 고조기간동안 분홍돌연변이율의 최 값은 각각 6.07±0.40, 5.76±0.97, 7.48±1.17, 7.67±0.68

을 나타내었다. 고조기간의 검경결과를 통합하여 데이터로 환산한 결과는 방사선만을 조사

한 실험군 (1 Gy)의 분홍돌연변이율의 값 5.71±0.44와는 차이가 있었다. 염화 제2수은의 농

도 0.01 μM부터 5 μM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분홍돌연변이율 증가가 억제되었다. 특히 0.5 μ

M의 농도에서는 2.88±0.51로서 최 값을 나타내었다 (Fig. 3-2). 반면에 10 μM농도 이상에

서는 염화 제2수은의 농도가 방사선에 의한 분홍돌연변이율의 증가나 감소에 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방사선에 의한 분홍돌연변이율은 5.71±0.44이

었으며, 10 μM부터 70 μM까지의 분홍돌연변이율은 유의성 있는 증가나 감소가 나타나지 않

았다. 염화 제2수은은 방사선과 복합 으로 작용하 을 때 10 μM이하의 농도에서 분홍돌

연변이율의 억제를 유발하나 그 이상에서는 분홍돌연변이의 유발에 어떠한 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 방사선 조사  염화 제2수은에 의한 개화수의 변화

       방사선 조사 후 개화된 체 인 꽃수에 있어서 방사선만을 조사한 실험군의 경우 

선량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0.5, 1 μM의 염화 제2수은처리 

후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은 다른 실험군과는 달리 지속 인 개화가 이루어 졌다. 다른 실

험군과 비교하 을 때 0.5～5 μM의 염화 제2수은의 농도는 방사선의 분홍돌연변이유발에 

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단된다. 염화 제2수은의 농도 0.01 μM의 처리 후 방사선을 조사

한 후 실험군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 다른 모든 실험군은 개화의 지속과 함께 개

화한 화기수가 방사선만을 조사한 실험군과 비교할 때 개화의 지속성과 개화수에서 보다 높

았다 (Fig. 3-3). 염화 제2수은만을 처리한 실험군에서의 개화수는 방사선을 처리한 실험군

에 비하여 개화가 지속 으로 이루어 졌다는 을 감안할 때 염화 제2수은이 자주달개비의 

개화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식물체 생

육의 연주기 (annual cycle) 특성상 춘계에 생성되는 화서는 10～15개의 화아를 가지고 있는 

화서를 사용하 기 때문에 상 으로 화아의 수가 빈약한 하계나 추계의 화서보다 생장발

육이 정상 으로 이루어 졌을 것으로 단되며 민감도 한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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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무기수은제인 염화 제2수은 (HgCl(Ⅱ))은 농약으로서 살충제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특

히, 염화 제2수은은 살충력이 강하면서 작물에 한 약해도 크며, 유제나 분제로 사용되고 

있다. 수은이온은 생물체에 필수 인 미량원소가 아니나 식물의 생장을 억제하고, 식물의 

합성 과정  막구조에 있어서 아연이나 구리 이온보다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주달개비 수술털은 꽃색의 이형성에 의하여 실체로 사람이 환경에서 하게 되는 낮은 

의 이온화 방사선과 다양한 화학 물질의 유  효과를 감지하는 데 가장 합한 실험재

료의 하나로 사용된다 [11]. 방사선에 의한 자주달개비의 분홍돌연변이율은 선량에 따라 뚜

렷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었다. 선형 계식의 회기계수는 0.97로서 높은 통계  유의성

이 인정된다. 염화 제2수은에 의한 자주달개비 분홍돌연변이유발은 농도에 따라 다른 결과

를 나타내었다. 특히 5 μM 농도 이하에서는 체 으로 방사선(1 Gy)만을 조사한 실험군과 

비교할 때 낮은 분홍돌연변이율을 나타내었다. 0.5 μM의 농도에서는 2.88±0.51로서 최 값

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0 μM 농도 이상에서는 염화 제2수은의 농도에 따른 증가나 감소의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염화 제2수은의 10 μM 이상의 농도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자

주달개비의 분홍돌연변이율에 향을 주지 않는 다는 것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 다. 방사

선만을 조사한 실험군보다 염화 제2수은과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이 화아의 개화가 지속

으로 이루어 졌으며, 개화수가 많았다. 자주달개비의 분홍돌연변이율을 통하여 승홍의 농도

에 의한 식물체의 다양한 향 에서도 염화 제2수은의 농도에 따라 체세포돌연변이에 미치

는 유 인 손상 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염화 제2수은, 염화 제2수은과 방사선이 자주달개비 분홍돌연변이

유발을 통하여 선량-반응 계를 통하여 돌연변이원에 한 민감도를 확인하 다. 그 결과

를 통하여 볼 때 살충제와 농약으로 사용되는 염화 제2수은에 의한 생물학  향을 검색하

는데 유용한 근법의 생물학  모델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요

   This study deals with the combined effect of radiation with mercuric chloride on 

Tradescantia somatic cell pink mutation. Tradescantia BNL 4430 was used as an 

experimental matierial. The somatic cell of Tradescantia are very sensitive to chemical 

toxicants or ionizing radiation, and thus can be used as a biological end-point assessing 

their effect. One group was irradiated with gamma-ray after mercuric chloride treatment. 

The other group was irradiated with gamma-ray without pretreatment of mercu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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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loride. Pink mutation frequencies were analyzed using pooled data during the peak 

interval. A parallel series of experiment using four increasing doses of gamma-ray at 

0.2, 0.5, 0.8 and 1 Gy was conducted. Pink mutation frequencies showed a good 

dose-response relationship for radiation. Lenear regression analysis of the gamma-ray 

data pink mutation frequencies yielded a correlation coefficient of 0.97. From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 it is possible to estimate mercuric chloride for radiation and 

mercuric chloride. Tradescantia somatic pink mutation frequencies irradiated with 

gamma-ray after mercuric chloride treatment showed decrease in a concentration of 0.01, 

0.5, 1, 5 μM. Tradescantia  somatic cell pink mutation frequencies increase not change in 

concentration of 10, 20, 30, 40, 50, 60, 70 μM. The pink mutation frequency for mercuric 

chloride and radiation group yields 3.51±0.49, 2.88±0.51, 4.19±0.54 and 4.11±0.63 pink 

mutation/100 hairs for 0.01, 0.5, 1, 5 μM and 5.78±0.50, 4.80±0.39, 5.82±0.56, 6.16±0.38, 

4.71±0.57, 5.19±0.53 and 5.01±0.35 pink mutation/100 hairs for 10～70 μM. Mercuric 

chloride was treated in the concentration that did not affect the flower bud development. 

Through th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mercuric chloride at the low concentrations 

decrease somatic cell pink mutation induced by gamma-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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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Dose-response relationships of pink mutation frequencies induced 

in stamen hairs of the Tradescan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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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Gamma-irradiation induced pink mutation frequencies in

Tradescantia (clone 4430) pretreat with mercury chloride.

HgCl2 (uM) and irradiation (1 Gy)

0 0.01 0.5 1 5 10 20 30 40

Pi
nk

 m
ut

at
io

ns
 /

 1
00

ha
ir

s

0

2

4

6

8



- 46 -

Fig. 3-3. Number of flowers after HgCl2 and radiation treatment.

HgCl2 and irradiation treatment (days)

2 4 6 8 10 12 14 16

N
um

be
r 

of
 f

lo
w

er
s

0

2

4

6

8

10

12

14

16

1Gy
0.01uM + 1Gy
  0.5uM + 1Gy
     1uM + 1Gy
     5uM + 1Gy



- 47 -

제4  Trad-MCN 분석법을 이용한 작업환경분진의 유 독성 평가 

      (Genotoxicity of Heavy Metals among the Particulat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as Assessed by Tradescantia-Micronucleus (Trad-MCN) 

Assay)

1. 서  론

   사회의 산업보건 (industrial hygiene) 문제는 주로 19세기 이후에 형 공장과 생산

시설이 출 하고 이에 따라 규모 임 노동자가 특정 작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발

생되었다. 과학과 공업기술의 발달로 규모 생산체제를 갖추어 수많은 신물질을 합성․제

조함에 따라 특정 직업 는 실내 작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과

다 노출되어 직업병 (occupational diseases)이 발생되기 시작하 다. 총 먼지, 흡입성 먼지, 

섬유, 속먼지, 흄을 포함하고 있는 복잡 다양한 실내작업공간의 공기는 실내 거주자들의 

생명을 할 정도는 아닐지라도 분명히 건강에 악 향을 미치고 있다 [4-1, 4-2]. 더욱이 

부분의 사람들은 실내오염에 의한 인체 향이 실외의 기오염 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사

실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내 오염물질의 성상과 농도에 해서도 간과하고 있

다. 한정된 공간 속에서 인공 인 설비를 통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 으로 순환되고 있거

나, 공기순환 설비자체가 없는 폐지역에서 오랫동안 생활함으로서 각종 오염물질에 무방

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오염물질의 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되어 실

내 작업자 는 거주자들은 호흡기와 련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작

업장에서는 유해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거나 농축된 상태로 사용하므로 근로자들은 납,  수

은, 니 , 카드뮴, 먼지 등 발암물질이나 인체 유해물질에 쉽게 노출되어 건강을 크게 

받고 있다 [4-3, 4-4]. 한 기술개발에 따라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도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작업종사자의 피해는 직  는 계속 인 만큼 그 향이 직업병과 노동재

해에 결부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먼지는 그 구성 성분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  수 있으며, 그 크기에 따라 인체에 미치

는 향이 서로 다르다. 먼지는 콧구멍, , 입 등을 통하여 인체에 침투하며, 호흡기를 통해 

흡입된 먼지들은 기도 는 기 지의 액에 잡  결국 폐포까지 흡입되므로 각종 호흡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내작업자의 경우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각

종 먼지를 흡입하기 때문에 폐에 섬유증식을 일으키거나 폐기능을 하시키는 직업병을 겪

기도 한다. 유리규산의 흡입에 의한 규폐증은 그 표 인 로서 폐결핵과 합병률이 높게 

나타난다.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이황화탄소, 이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에 의한 독과 납, 

수은, 니 , 크롬, 아연 등의 무기 속에 의한 독이 특수 작업환경 하에서 발생하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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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종종 직업병으로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4-3, 4-5].  

   식물체를 이용한 생물학  분석방법은 기를 비롯한 실내작업환경  실질 인 유 독

성 향을 악하는데 가장 한 생물학  도구로 명되었으며 [4-6], 이  자주달개비

를 이용한 미세핵 분석방법은 환경 에 유 독성을 단하기 하여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생물학  분석방법이다 [4-7～4-10]. 자주달개비의 꽃가루모세포 (PMC; pollen mother 

cell)는 감수분열 기에는 발암원과 돌연변이원에 매우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4-11, 

4-12]. 특히, 감수분열 인 꽃가루모세포의 염색체는 동일개체의 분열 인 체세포 염색체

보다도 방사선을 비롯한 발암원과 돌연변이원에 민감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4-12~14]. 그러나 꽃가루모세포의 감수분열 기Ⅰ (metaphase I) 염색체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검경시 모양을 정확히 찰하기 힘들다는 단 으로 인해 염색체의 이상 분석에 많이 

이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해서는 방사선, 돌연변이원  발암물질의 처리

를 감수분열 기 Ⅰ 기에 맞추어 시행하고 난 후 분열 인 염색체에 한 당한 회복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4-15]. 염색체 손상에 따른 산물인 무동원체 염색체 조각 (acentric 

fragment)이나 착성 염색체 복합부  (sticky chromosome complex)가 감수분열의 사분자

염색체 (tetrad) 시기에 미세핵으로 남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일명 

Tradescantia-micronucleus (Trad-MCN) assay라하며 돌연변이 유발물질이나 방사선에 의

한 염색체 손상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 [4-11,4-16]. 1950년  반에는 식물체가 양

부족 등의 화학  결손에 의하여 PMC에서 미세핵이 생성됨을 확인하 다 [4-16, 4-17]. 

1970년  부터 포유동물 감수분열 세포에서도 미세핵의 생성은 염색체 손상을 의미하는 

유용한 지표로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물세포는 물론 식물세포에 있어서도 미세핵은 

염색체 손상을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로서 활용되었다 [4-18]. 최근 실내작업 환경과 련된 

리 상 물질 오염실태는 주로 양 인 측면에서 악되고 있지만 발암성 평가와 련된 연

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실내 작업환경의 리를 해서는 발암물질의 종류에 

한 화학  분석  생물학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실내작업환경의 총 먼지  발암 는 돌연변이원성 물질에 민감한 식물체를 이용한 실

내오염물질의 생물학  향평가는 인체 해성에 한 추정을 가능  할 뿐 아니라 실내오

염물질의 리 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

선  환경 에 포함된 돌연변이 유발물질의 지표식물로 리 이용되고 있는 자주달개비 

(Tradescantia BNL 4430) [4-19～4-21]를 이용하여 작업환경 에 발생하는 입자상 물질 

 총 먼지에 포함되어 있는 속물질에 의한 생물학  향을 밝히고자 하 다.  

2.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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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재료 : 실험용 식물체는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연돌연변이율 (intrinsic 

mutation rate)이 낮은 Tradescantia clone 4430 (T-4430)을 사용하 다. 온실에서 생육된 

T-4430 식물체로부터 10개 정도의 꽃 오리를 가지고 있는 꽃차례를 취하여 24시간 동안 

실험실의 생장상 내에서 명기 14시간 동안 온도 22℃, 습도 70%, 조도는 293 μE/㎡/sec로, 

암기는 10시간, 온도 20℃, 상 습도 70%의 조건에 순치를 시킨 다음 10～12개의 꽃차례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방사선조사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감마선 조사시설 (
60
Co, 선원강도 150 TBq, Panoramic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을 이용하여 방사선에 한 자주달개비 미세핵의 

민감성 찰을 하여 상온 공기 에서 공시재료를 10 cGy부터 70 cGy까지 10 cGy 단

의 선량으로 조사하 다. Fricke dosimeter로 측정한 조사선량율은 0.44 Gy/hr 다 [4-22]. 

감마선 선량-반응 계에 해서 기보고 된 바와 같이 포화선량인 50 cGy 이하의 선량 역

에서는 선형  반응을 나타낸다는 을 그 로 용하 다 [4-23,4-24]. 

 호흡성 먼지시료의 시료채취  분석 : 청주공단지역의 섬유 공장과 고무 공장 그리고 근

거리에 치한 반도체 공장의 각각의 실내작업장 근로자 5명에게 개인시료 포집기 

(BASIC-5, A. P. BUCK, Inc.)를 8시간 동안 착용하게 하여 실내 작업장에 존재하는 총 먼

지 시료를 채취하 다. 일일 근로시간 9시간 이상 근로를 하면서 실내작업환경에서 8시간이

상을 보내는 근로자를 상으로 개인시료 포집기를 착용을 시킨 다음 8시간 동안 총 먼지를 

채취하 다. 개인시료 포집기 (personal air monitor) 여과지의 공극은 5.0 ㎛이고 지름은 37 

mm의 유리섬유여지를 사용하 다. 각각의 실내작업장에서 채취한 총 먼지 시료채취여과지 

5개의 시료  3개의 시료는 자주달개비의 미세핵 분석법의 반복실험에 사용하 다. 나머지 

2개의 시료는 화학  분석에 반복 사용하 다. 개인시료 포집기를 분당 1.5ℓ로 운 하여 시

료의 총 부피가 0.72 ㎥로 하 다. 실내작업환경에서 채취한 여과지는 증류수 (0.1ℓ)에 침지

하여 여과한 후 (재)한국화학시험연구원의 유도결합 라스마 (ICP, Wavelength 170～820 

nm, labtam)를 이용하여 실내 작업환경에서 채취한 시료 내의 속 함량을 분석하 다. 

 호흡성 먼지 추출물의 처리 : 섬유 공장, 반도체 공장, 고무 공장에서 포집된 여지를 증류

수 (0.1ℓ)에 침지하여 진탕 여과한 후 여과액에 노출하 다. 실험군에 한 조군은 공여

지를 실험군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 노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인체유해성분에 한 노

출조건과 유사하도록 유기용매를 이용하지 않고 여과지에 채취된 총 먼지  수용성의 성분

만을 상으로 자주달개비의 취 화서를 24 시간 동안 침지하여 노출시켰다. 

 미세핵의 분석 : 꽃가루 모세포에 생성된 미세핵 분석은 Ma [4-25]의 차를 따랐다.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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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조사한 실험군과 호흡성 먼지 추출물에 노출이 끝난 실험군은 양액에 침지하여 생육상 

내에서 약 24～30 시간의 분열 염색체 회복시간이 경과한 다음 분석용 꽃차례를 acetic acid 

- ethanol (1:3)로 고정시켰다. 고정액에 침지한 후 24시간이 지난 후 다시 70％ 에탄올에 침

지하여 냉장 장하 다. 미세핵 검경을 한 라트의 제작은 'aceto-carmine squash 

method' 방법을 따랐다 [4-25]. 처리가 끝난 후 실험군별로 5～10개의 슬라이드 라

트를 제작하고, 학 미경 (Nikon)하에서 배율 400배로 검경하여 미세핵을 계수하 다. 실

내작업장의 총 먼지에 포함된 유해 속노출에 의한 자주달개비 미세핵의 표 은 통상 하

나의 라트에서 약 300개 이상의 사분자염색체를 검경하여 100 사분자 염색체당 미세

핵 숫자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조군과 실험군당 3개의 개인시료 포집여과지를 가지고 3

반복을 실시하 다. 실험군당 최소 5개의 라트를 제작하 다. 즉 실험군당 4,500개 이

상의 사분자염색체를 검경하여 찰자에 따른 오차범 를 최소화하 다.  

 통계 분석 : 분석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Dunnett’s의 t-test에 의해 분석하 다. 

3. 결과  고찰

   가. 자주달개비 미세핵의 선량-반응 계

       자주달개비 꽃차례 내에는 다양한 발육상태의 꽃 오리들이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일부 꽃 오리 내에는 감수분열 인 꽃가루모세포가 들어 있고 감수분열 인 꽃

가루모세포는 물리화학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받게 되면 염색체의 일부가 

단되어 미세핵을 형성하게 된다. 미세핵 생성률은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0～50 cGy 선량범 에서 선량-반응 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미세핵 생성

률의 선형성의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1).

   최  미세핵 생성률이 갖는 감마선량 반응식은 (1)식과 같다.

   FMCN = 1.97D + 4.05,   (r
2
 = 0.95)   -----------------------------  (1)

           FMCN ; 최  미세핵생성률 (MCN/100 tetrads)

           D ; 감마선량 (cGy).

   이 계식의 회기계수 r
2 
= 0.95로 0～50 cGy 선량범 에 있어서의 선량-반응 계를 일

차함수로 표 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계식의 정의에 따르면 미세핵의 자

연생성률 (background rate)은 최  4 MCN/100 tetrads인데 이 값은 실제로 분석된 꽃가루

모세포 미세핵 자연생성률의 범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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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asmuller 등이 Cd
3+
, Cr

6+
, Ni

2+
, 그리고 Zn

2+
과 같은 속이 인간과 동물에게 DNA 

손상을 유발시키고 돌연변이유발에 하여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실험결과를 보고한 

바 있어 이들 속의 유 독성 향을 단하는데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이 민감한 방

법임이 이미 입증되었다 [4-26]. 하지만 Cu
2+
, Cr

2+
 는 Sb

3+
과 같은 속이온에 해서는 

명확한 양성반응이 나타나지 않음을 한 밝혔다. 그  니  속은 직업 으로 노출된 

인간에게 염색체 변이를 일으키며, 특히 호흡기 조직에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

다 [4-27～4-29].  일반 으로 방사선  독성 물질에 의한 돌연변이, 염색체 이상 는 종

양유발 등의 생물학  효과를 간단한 선형-이차함수 선량-반응 계 모델을 이용한다 

[4-30]. 니 에 의한 농도별 민감성 조사에서 0～10 mM 용량범 에서 최  미세핵 생성률

이 갖는 용량 반응식은 식 (2)를 따르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FMCN = 0.40D + 1.79,   (r
2
 = 0.89)   -----------------------------  (2)

         FMCN ; 최  미세핵생성률 (MCN/100 tetrads)

         D ; Nickel Dosage (mM). 

   이 계식에서 회기계수 (r
2
)는 0.89로 0～10 mM 선량범 에 있어서의 용량-반응 계를 

일차함수로 표 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계식의 정의에 따르면 미세핵의 

자연생성률 (background rate)은 최  1.8 MCN/100 tetrads인데 이 값은 실제로 본 연구에

서 분석된 꽃가루모세포 미세핵 자연생성률의 범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식을 이

용하여 본 연구의 실내작업환경  총 먼지의 노출을 통하여 분석된 미세핵 빈도를 니 의 

농도로 환산하면 34 mM의 용량에 해당된다. 이는 자주달개비의 미세핵 시스템이 니 의 농

도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의미한다. Knasmuller 등에 의하면 6가 크롬 한 니

과 유사한 용량-반응 계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4-26]. 

   나. 실내 작업환경에서의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의 용

       본 연구에서 실내작업환경 의 총 먼지를 분석한 결과 섬유 공장과 고무 공장에서 

크롬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반도체 공장에서는 니 의 농도가 다른 속의 농도

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매를 증류수로 하 다는 을 감

안할 때 다른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 을 때는 더욱 더 높은 농도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섬유 공장과 고무 공장에서는 자주달개비의 염색체이상 (chromosome aberrations) 

실험에 다른 유해성 속에 비하여 크롬이 가장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되었으며, 반

도체 공장의 경우에는 크롬, 납, 망간, 아연의 향도 있겠지만 니 의 향이 보다 지배

일 것으로 단되었다. 한, 실내작업환경  총 먼지내의 유해 속의 종류와 농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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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업환경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Table 4-1). 

   실내작업장 총 먼지추출물을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에 노출시킨 결과 실내작업장에 따

라 서로 상이한 돌연변이 미세핵의 빈도를 나타내었다 (Fig. 4-2). 섬유공장, 반도체공장, 고

무공장의 작업환경에 해 각 4.67±0.35, 15.6±2.58, 5.73±0.81 MCN/100 tetrads로 실내작업

장마다 다소 상이한 미세핵 생성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군과 실험군 각각의 15개 라트에 하여 라드당 300개의 사분자염색체

를 계수하 다. 300개의 사분자염색체당 미세핵의 수를 100개의 사분자염색체당 미세핵의 

수로 환산하여 조군과 실험군을 Dunnett의 t-test에 의해 통계분석을 하 다.  조군의 

미세핵 생성률 2.57±0.43 MCN/100 tetrads을 섬유공장 4.67±0.35 MCN/100 tetrads 

(p<0.01), 고무공장 5.73±0.81 MCN/100 tetrads (p < 0.01), 반도체공장 15.6±2.58 MCN/100 

tetrads (p<0.001)을 유발하 으며, 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4-2). 

특히 반도체 공장의 경우 미세핵 생성률의 유의성은 조군과 비교하 을 때 더욱 더 두드

러진 돌연변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teinkellner 등 [4-31]은 식물체 (Tradescantia, Allium cepa, Vicia faba)의 생장 을 이

용하여 속 유 독성력을 비교 조사한 결과, 세 가지 식물체의 생물학  평가에서  As
3+
 

> Pb
2+
 > Cd

2+
 > Zn

2+
 > Cu

2+
의 순서로 유 독성력을 나타내었다. 식물체를 이용한 생물학

 평가방법  자주달개비를 이용한 미세핵 분석방법이 가장 민감한 것으로 평가하 다. 

Knasmuller 등 [4-26]은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을 이용하여 Cd
3+
, Cr

6+
, Ni

2+
, 그리고 Zn

2+

의 속이 민감하게 세포핵 손상을 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고려할 

때, 반도체 공장의 경우 크롬, 니 , 납, 망간, 아연의 농도가 섬유 공장과 고무 공장보다 상

으로 높기 때문에 단일 물질보다는 복합물질에 의한 상호작용을 더 크게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한 섬유 공장과 고무 공장에서의 미세핵 생성률의 증가는 크롬의 농도가 다른 

속 보다 상 으로 높은 원인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4-1).  카드뮴, 크롬, 납, 

망간 아연의 농도는 작업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니 만큼 농도의 차이를 보이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핵 분석방법의 통계  검증을 해 조군을 가지고 미세핵 

생성률을 평가한 결과 미세핵 생성률은 2.57±0.43 MCN/100 tetrads로 나타나 이는 화분모세

포의 최  자발 생성률인 4 MCN/100 tetrads 값 이하인 것으로 확인하 다 [4-21].   

4.  결   론

   방사선 조사에 의한 자주달개비의 미세핵 생성률은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뚜렷한 선량-

반응 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방사선량이 50 cGy이상의 선량에서는 선량-반응 계가 모

호한 계로 인하여 그 반응을 규정짓기는 곤란하 다. 선량반응 계식을 통하여 회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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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
2 
= 0.95로 선량의 증가에 따라 미세핵 생성률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내작업장의 화학  분석은 속의 농도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작업환경에 따라 

속의 농도가 달리 나타남을 확인하 다. 한 총 먼지의 농도에 따른 돌연변이 빈도가 증

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 먼지에 포함된 해성 속의 농도에 따라 변이도가 변화하고 있

음을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실내작업장의 호흡성먼

지의 농도도 요하지만 총 먼지에 포함된 돌연변이원에 한 요성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을 통하여 각 작업장에 다른 미세핵 생성률의 변화를 나타내었

다. 섬유 공장의 경우 4.67±0.35 MCN/100 tetrads (p<0.01), 고무 공장의 경우 5.73±0.81 

MCN/100 tetrads (p<0.01), 반도체 공장의 경우 15.60±2.58 MCN/100 tetrads (p<0.001)로 

미세핵 생성률은 각각의 작업환경에 따라 유의성 있게 변화하 다. 이러한 변화는 입자상 

물질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흡입한 실내작업환경의 작업자들에게 유 인 손상을 유발시켜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내작업환경  총 먼지에 한 화학 /생물학  분석결과 화학  분석에 의한 유해성 

속의 농도에 따라 자주달개비 미세핵 생성률이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작업환경  총 먼지에 포함된 돌연변이원에 한 화학 ․생물학  평가 자료는 유사 

작업환경을 상으로 한 후속 연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의 결과를 종합 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화학  분석과 자주달개비의 미세핵 분석결

과를 결합하여 인체에 유해한 발암원으로 알려진 속의 농도분석과 염색체변이를 이용한 

복합기법은 매우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주달개비를 이용한 생물학  감시기법인 

미세핵 분석법 (Trad-MCN)은 실내작업환경  돌연변이원에 한 장감시  유형별 구

별이 가능한 장 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 실내작업장의 돌연변이 유발원에 한 근본 인 

규명이 계속 필요하며, 본 연구의 자주달개비를 이용한 미세핵 분석방법의 결과를 볼 때 실

내작업장 환경에서 노동자의 안 을 하여 개인보호구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유해물질의 노출에 한 다양한 비가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

은 비교  단순하며, 신속한 분석방법으로 결과를 1～2일 내로 얻을 수 있는 장 을 지니므

로 본 실험을 통하여 확립된 실험 차는 작업환경 에 포함된 가스상․입자상 물질의 돌연

변이원에 한 생물학  평가방법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   요

    In this study, we evaluated genotoxicity of heavy metals among particulates with 

Tradescantia-micronucleus (Trad-MCN) assay in the various working environment. 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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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thetic fiber factory and a rubber factory, chromium concentration was higher than 

any other heavy metals. On the other hand, nickel concentration was the highest in a 

semi-conductor factory. The difference in genotoxicity among the working environmen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Trad-MCN frequencies were 4.67±0.35 MCN/100 tetrads 

(p<0.01) for the synthetic fiber factory, 5.73±0.81 MCN/100 tetrads (p<0.01) for the 

rubber factory, and 15.60±2.58 (p<0.01) for the semi-conductor factory. As a result, 

heavy metals among particulat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can be considered to have 

hazardous potential to human health, although they cannot directly induce  DNA damage 

to the workers in the working enviro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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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Linearity of Tradescantia-Micronucleus (Trad-MCN) 

according to radiation dose-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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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oncentrations of toxic metals for each working environment (unit:

mg/L = ppm)

Heavy metals Control S.F
a)

S.C
b)

R.F
c)

As -
d)

- - -

Cd 0.003 0.008 0.005 0.005

Cr 0.013 0.140 0.205 0.173

Ni 0.014 0.035 4.638 0.073

Pb 0.044 0.015 0.210 0.090

Hg - - - -

Mn 0.003 0.010 0.133 0.030

Se - - - -

Zn 0.004 0.033 0.300 0.025

a) SF : Synthetic Fiber Factory

b) SC : Semiconductor Factory

c) RF : Rubber Factory

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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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of Col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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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Effects of particulates collected from job sites on the 

micronucleus frequencies in Tradescantia pollen mother 

cells. N.C; negative control, SF; Synthetic Fiber Factory 

(p<0.01), RF; Rubber Factory (p<0.01), SC; Semiconductor

Factory(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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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  Trad-MCN 분석법을 이용한 지하철 시설 내 부유먼지에 함

유된 돌연변이원의 생물학  향 평가

        (Study on the Biological Effects of TSP Collected from the Subway 

Station with Tradescantia Bioassay)

1. 서  론

   세계보건기구 (WHO)는 실내의 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매년 280만 명이 사망하고 있으며, 

실내오염을 개발도상국가의 ․유아 사망의 주요원인으로 지 하 다. 실내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이 사람의 폐에 달될 확률은 실외보다 1,000 배 높다고 강조하 다. 많은 실내환

경의 분석자료들은 속의 무기화합물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에 돌연변이원과 발암원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5-1~3]. 인간은 1일 24시간  85% 이상을 실내공간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4]. 사무실, 가정, 실내작업장, 공공건물, 병원, 지하

시설물, 교통수단 등 범 한 실내공간이 오염되었을 경우 인간 건강에 다양하게 향

을 미칠 수 있다. 실내환경은 물리 , 화학   생물학 으로 매우 다양한 오염물질 등이 

존재하고 체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 기환경과 다르다. 서울의 지하철은 하루 450만 명 

정도를 수송하는 요한 교통 수단이다. 지하철 역사 내의 실내 환경에 한 실내 공기

질 리는 실내공기 오염의 상물질에 한 특정유해물질과 같은 단일 물질에 한 지표에 

의해 리되고 있다. 그러나 공기  입자상 물질의 특성은 복합 이기 때문에 공기질에 

한 리는 여러 제한 을 가지고 있다. 

   재 알려진 생물학 인 분석법 200여가지 에 자주달개비 식물체의 진핵세포재료는 

기[5-5, 5-6], 수질 [5-7], 폐기물침출수 [5-8], 그리고 토양 [5-9]의 독성정도를 검출하는데 

직 으로 용할 수 있다. 자주달개비 식물체의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에서 염색체 손

상과 웅혜모에 있어서 자주색과 분홍색의 유 자 돌연변이는 유 독성의 생물학  지표로서 

이용된다. 자주달개비의 식물시스템을 동시에 용하 을 때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됨으로서 

경계 신호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 환경유해물질에 한 신속한 검색을 통하여 잠재 인 

험을 방하고, 보호하는데 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1960년  후반에 개발된 자주달개비 

웅혜모 분석법과 1970년  후반에 개발된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은 장실험과 실험실실

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자주달개비 식물체의 생물학  말단 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Tradescantia (Family Commelinaceae)는 세계에 걸쳐 리 분포하고 있는 본식물이

다. 식물체의 장은 보통 50 cm 이하로서 크기가 작기 때문에 운반이나 조작이 손쉬우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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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 내에 존재하는 염색체가 비교  큰 편이어서 세포유 학  실험 상 식물체로서 여

러 장 을 지니고 있다 [5-10]. 수술털의 선단 세포는 발생 는 분열과정 에 방사선을 포

함한 돌연변이원이나 발암원에 노출될 경우 꽃색에 한 우성인자 부 에 염색체 결실이 일

어나서 상동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열성형질이 발 되어 꽃잎과 수술털의 체 는 일부분

이 분홍빛을 띠게 된다. 더욱 심한 경우는 상동염색체의 양쪽 모두가 결실되어 색소발 능

력이 소실됨에 따라 무색의 웅혜모 세포가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선단세포의 분열능력상실

로 인한 웅혜모 세포수 감소로 인해 웅혜모가 비정상 으로 짧아지는 경우도 있다. 수술털 

세포의 분홍돌연변이는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돌연변이율도 증가하는 뚜렷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낸다 [5-11, 5-12]. 자주달개비의 분홍돌연변이는 환경방사선은 물론 환경 내의 

모든 요인의 향을 반 한 결과이기 때문에 포 인 의미에서의 생물학  안 성을 이와 

같은 자주달개비 TSH 시스템을 응용한 폭넓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5-13, 5-14]. 한 하

나의 꽃을 분석하는 경우 그 결과는 약 만개의 수술털 세포에서 얻은 정보이므로 통계 으

로 이 이 크다. 한 TSH 세포의 자발돌연변이 빈도인 hair-cell division당 10
-4
이 포유동

물 세포의 자발돌연변이 빈도인 10
-3
～10

-7
/세포세 /좌 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5-15]에 

비추어 볼 때 TSH 세포의 돌연변이 반응은 방사선, 돌연변이원  발암원에 의한 인간의 

해도를 평가하는데 직 으로 용될 수 있는 요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5-16].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 (PMC; pollen mother cell)는 감수분열 기에는 방사선에 매우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 [5-16, 5-17]. 특히 감수분열 인 화분모세포의 염색체는 동일개체

의 분열 인 체세포 염색체보다도 훨씬 방사선에 민감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5-18]. 

방사선, 돌연변이원  발암물질의 처리를 감수분열 기 Ⅰ 기에 맞추어 시행하고 난 후 

분열 인 염색체에 한 당한 회복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5-19]. 염색체 손상에 따른 

산물인 무동원체 염색체 조각 (acentric fragment)이나 착성 염색체 복합부  (sticky 

chromosome complex)가 감수분열의 4분자 염색체 (tetrad) 시기에 미세핵으로 남게 된다. 

이것을 이용한 분석과정을 일명 Trad-MCN assay라 하여 돌연변이 유발물질이나 방사선에 

의한 염색체 손상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 [5-16, 5-20]. 1950년  반에는 식물체가 

양부족 등의 화학  결손에 의하여 PMC에서 미세핵이 생성됨을 확인하 다 [5-21]. 1970

년  부터 포유동물 감수분열 세포에서도 미세핵의 생성은 염색체 손상을 의미하는 유용

한 지표로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동물세포는 물론 식물세포에 있어서도 미세핵은 염색

체 손상을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로서 활용되었다 [5-22].

   실내환경 에는 수많은 종류의 발암 련 물질들이 각기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실내

오염과 련된 리 상 물질에 해서는 오염실태가 악되지만 발암물질에 련된 평가에 

해서는 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이다. 실내오염 리를 해서는 발암물질의 종류에 한 

화학  분석  생물학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에 비추어 볼 때 발암 는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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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이원성 물질에 민감한 자주달개비 식물체를 이용한 실내오염물질의 생물학  향평가

는 인체 해성에 한 추정을 가능  할 뿐 아니라 실내오염물질의 리 책을 제시할 수 

있다는 에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는 지하철 시설을 심으로 실내환경 의 먼

지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오염 물질을 확인하고 자주달개비의 분홍돌연변이와 미세핵 반

응을 통하여 생물학  해성을 악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2. 재료  방법

 공시재료 : 실험용 식물체는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발돌연변이율 (intrinsic 

mutation rate)이 낮은 Tradescantia  4430 클론을 사용하 다. 2002년 3월4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생장한 식물체로부터 15개 정도의 화아를 가지고 있는 화서를 취하여 24시간 동안 

실험실 조건에 순치 시킨 다음 15개의 화서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방사선조사 :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감마선 조사시설(
60
Co, 선원강도 150 TBq, Panoramic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을 이용하여 자주달개비 수술털 분홍돌연변이 

찰을 하여 상온 공기 에서 공시재료를 0.3, 0.5, 1.0  2 Gy로 조사하 으며 미세핵 찰

을 한 공시재료는 0.1 Gy～0.7 Gy의 선량으로 조사하 다. Fricke dosimeter로 측정한 조

사선량율은 0.44 Gy/hr 다 [5-23]. 감마선 선량-반응 계에 해서 이미 보고 [5-24, 

5-25] 된 바와 같이 포화선량인 2 Gy 이하의 선량 역에서는 선형  반응을 나타낸다는 

을 그 로 용하 다.  

 총부유먼지 (TSP)의 처리 : 신도림, 서울 입구, 시청, 신 지하철역의 입구, 합실, 승강

장에서 총부유먼지 (total suspended particulates)를 포집하 다. 총부유먼지의 여지  1/4만

을 취하여 잘게 썰었다. 증류수를 넣은 후 24시간 동안 진탕하 다. 진탕한 후 액을 여과하

여 자주달개비의 분홍돌연변이와 미세핵 찰을 하여 자주달개비의 취화서를 침지한 상

태에서 폭기를 하면서 24시간동안 노출하 다.  

 화서배양 : 방사선을 조사한 화서군은 Hougland No. 2 solution 6배 희석액 [5-26]에 담그

어 생장상내에서 배양하 다. 배양액은 3일 간격으로 교체하 으며,  배양기간 동안 기포

발생기를 이용하여 폭기를 실시하 다. 배양시간은 명기 14시간 동안은 20℃, 습도 80%, 조

도는 293μE/m
2
/sec로 조 은 형메탈램 로 하 으며 형 등을 보조 원으로 사용하 다. 

암기는 10시간, 18℃, 상 습도 85%를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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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분석 : 실체 미경을 이용하여 배율 25배하에서 돌연변이를 계수하 다. 만개상태의 화

기를 실험군별로 채화한 다음 6개의 수술을 모두 떼어내 라핀유가 도말된 슬라이드 상에 

펴서 검경용 라트를 제작하 다. 돌연변이 세포의 계수는 방사선 조사 후 4주 이상 

지속 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방사선 조사 후 돌연변이율 증가가 일정기간 (peak interval; 

조사후 6-13일)의 검경결과를 통합한 자료 (pooled data)로부터 돌연변이빈도 (pink 

mutation events/100 hairs)를 산정하 다. 

 미세핵의 분석 : 화분모세포에 생성된 미세핵을 분석은 Ma [5-27]의 차를 따랐다. 방사

선 조사가 끝난 시료는 양액에 침지하여 생육상 내에서 약 24～30 시간의 분열 염색체 회복

시간이 경과 후, 분석용 화서를 aceto-alcohol (1:3)로 고정시켰다. 고정액에 침지하여 24시간 

후 70％ 에탄올에 담구어 4℃에 장하 다. 미세핵 검경을 한 라트의 제작은 

‘aceto-carmine squash method'에 따랐다. 처리가 끝난 후 실험군별로 15～18개의 슬라이

드 라트를 제작하고, 학 미경 (Nikon)하에서 배율 400배로 검경하여 미세핵을 계

수하 다. 하나의 라트에서 약 300개 이상의 4분자염색체를 검경하여 100 사분자 염

색체당 미세핵 숫자로서 각 실험조건별 미세핵 생성률로 환산하 다. 

3. 결과  고찰

   가. 분홍돌연변이 빈도

       본 실험의 결과에서 보면 방사선조사 선량  0.5 Gy의 조사군을 기 으로 했을 때 

방사선에 의한 분홍돌연변이율의 증가는 조사 후 6일 경부터 격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조

사 10일 후 4.76±0.34로 최 값을 나타내었다 (Fig. 5-1). 각각의 선량에서 6일부터 11일까지 

분홍돌연변이가 확연하게 증가한 고조기간 (peak interval)으로 설정하여 고조기간  검경결

과를 통합하여 선량별로 수술털 100모당 평균돌연변이율 (pink mutations/100 hairs)을 산정

하 다.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분홍돌연변이율의 증가는 뚜렷한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

었다 (Fig. 5-2). 방사선이 조사된 자주달개비 수술털에서 나타나는 분홍돌연변이율의 변화

양상을 보면 방사선 조사 후 6-15일의 기간  돌연변이율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올라가는 

것이 연구결과로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돌연변이 유발은 뚜렷한 선량-반응 계를 나타

난다. 

   돌연변이율 고조기간은 통상 방사선 조사 후 6일에서 20일 사이에 나타나며 공시식물체

의 생육상태  실험처리시의 손상정도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으나 본 실험에

서는 네 실험군 모두 통상 인 고조기간내에 돌연변이율이 증가하 다. 일반 으로 분석결

과의 통계  오차와 분산을 최소화하기 하여 돌연변이율이 최 값에 이르는 날짜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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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일정한 기간을 고조기간 (peak interval)으로 설정하여 이때의 돌연변이율 검경결과를 

통합하여 데이터 (pooled data)로 활용한다. 본 실험에서 분홍돌연변이가 확연하게 증가한 

고조기간은 6일부터 11일까지로 설정하 다. 모든 조사실험군에 있어서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른 분홍돌연변이의 증가는 뚜렷한 일차함수  선량-반응 계를 나타내고 있다 (Fig. 

5-2). 이와 같은 선형 계식의 회기계수는 0.98로서 높은 통계  유의성이 인정된다. 

   나. 자주달개비 미세핵의 선량-반응 계

       자주달개비 미세핵생성률은 방사선량의 증가에 따라 차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냈으

나, 50 cGy 이상의 다소 높은 선량 역에서는 MCN 생성률의 변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서 

선량-반응 계에 따른 통계 인 유의성이 없었다. (Fig. 5-3). 그러나 0～50 cGy 선량범

에서 평균값보다는 최  MCN 생성률이 갖는 선량-반응 계가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Fig. 5-4). 

   0～50 cGy 선량범 에서 평균값보다는 최  MCN 생성률이 갖는 선량-반응 계가 뚜

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5-4). 최  미세핵 생성률이 갖는 감마선량 반응식은 다

음의 (1)식과 같다.

      FMCN = 1.97D + 4.05,   (r
2
 = 0.95)   --------------------------  (1)

      여기서,

      FMCN = 최  미세핵생성률 (MCN/100 tetrads)

      D    = 감마선량 (cGy).

   이 계식의 회기계수 r
2
=0.95로 0～50 cGy 선량범 에 있어서의 선량-반응 계를 일차

함수로 표 하는 것에 무리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계식의 정의에 따르면 미세핵의 자연

생성률은 최  4 MCN/100 tetrads인데 이 값은 실제로 분석된 화분모세포 미세핵 자연생성

률의 범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10].

   다. 지하철역내 총부유먼지 (TSP)와 미세먼지 (PM10)의 농도

       총부유먼지의 농도는 기와 비교하여 합실  승강장의 농도가 상 으로 높았

으며, 미세먼지 한 기보다는 합실  승강장의 농도가 상 으로 높았다. 승강장의 

농도는 총부유먼지와 미세먼지 모두 높았으며, 환기시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

에 기인된 것으로 단된다.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는 모든 역에서 합실

과 승강장의 농도차이가 배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총부유먼지의 경우 합실과 승강장의 농

도는 큰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권고기 이 24시간 평균값이 200 ㎍/

㎥임을 감안할 때 지하철역의 PM10농도는 기 값 이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승강장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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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 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5-1). 

   라. 지하철역내 먼지 추출물의 자주달개비 노출 

       지하철역 입자상 물질의 추출물은 자주달개비 분홍돌연변이 빈도의 분석결과 7일부

터 14일까지 고조기간을 나타내었다. 신도림역의 경우 최 값이 처리 후 11일째에 1.36±0.23

으로 나타났다. 서울 입구역은 처리 후 9일째에 1.09±0.18로 나타났고, 시청역은 처리 후 11

일째에 0.91±0.45로 나타났다. 신 역의 경우 최 값이 처리 후 11일째에 1.25±0.34로 나타났

다.

   네 실험군 모두 방사선 조사 후에 분홍돌연변이가 증가하는 시기와 분홍돌연변이 최 값

을 나타내는 시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분홍돌연변이의 노출 후 유사한 증가 감소의 반응

은 지하철역내 포집먼지의 추출물에 포함된 용해성 성분에 돌연변이원을 포함하고 있을 것

으로 단된다. 시청을 제외한 신도림, 서울 , 신 은 합실과 승강장의 노출처리군에서 

모두 유의성 있는 반응을 나타내었다. 시청역 승강장처리군에서는 유의성 있는 반응이 나타

나지 않았다. 한 신 역의 입구와 승강장은 조군과 비교하여 다른 지역보다 높은 유의

성을 나타내었다 (Entrance: p<0.01, Platform: p<0.01). 지하철의 합실에서 포집한 먼지의 

반응은 모두 양성을 나타내었다 (Table 5-2). 먼지추출물의 수용성 성분에 의하여 유발된 자

주달개비 미세핵은 모든 역의 입구, 합실, 승강장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Table 5-3). 

   미세핵 빈도는 100개의 사분자 염색체당 5.27부터 10.13까지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Table 5-3). 조군의 경우 미세핵의 수는 3.13±0.25를 기록하 다. 지하철의 

총부유먼지에는 자주달개비의 염색체손상 유발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실험을 통하여 자주달개비 미세핵분석법이 수술털 분홍돌연변이 분석법보다 유 독성

물질을 분석하는데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Table 5-2, 5-3). 자주달개비를 이용한 수

술털세포의 분홍돌연변이와 4분자 염색체의 미세핵 돌연변이 빈도는 방사선뿐만 아니라 환

경 에 발암물질  돌연변이원물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돌연변이 민감도를 이용하여 다양한 환경 즉 원자력발 소의 장감시, 기오염[5-5,5-6], 

수질오염 [5-7], 폐기물 침출수 오염 [5-8]  토양 오염 [5-9]에 한 생물학  향에 한 

평가에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발암성 시험은 실험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요시

간과 경비 측면에서 난 이 많아 경제 이고 분석이 용이한 검사 수단이 필요하다. 이러한 

동기로 자주달개비를 이용한 돌연변이원성 실험은 실내환경 에 함유되어 있는 돌연변이원 

 발암 물질을 악하고 오염원을 리하는데 단히 유효하다. 따라서 자주달개비의 돌연

변이율을 확인하는 생물학  실험은 실내환경 의 돌연변이원  발암원의 존재로 인한 

향의 평가를 해 화학분석과는 다른 에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것으로 기 된

다. 추가 으로 지하철역의 실내먼지  용해성 성분에 포함된 돌연변이원에 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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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통하여 명확한 오염물질에 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지하철 시설 내에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지하철 이용 승객들의 건강에 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지하철의 실내환경  부유먼지에 포함된 발암원  돌연변이원성 물질

의 유무를 확인하고, 자주달개비의 분홍돌연변이의 유 인 손상과 미세핵반응을 통한 염

색체변이에 한 생물학  반응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자주달개비 식물체의 돌연변이원

에 한 민감도를 확인하기 하여 자주달개비의 분홍돌연변이  미세핵 반응을 통하여 방

사선에 의한 뚜렷한 선량-반응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자주달개비의 식물체의 돌

연변이원에 한 민감도를 통하여 총부유먼지에 한 노출 결과에서 분홍돌연변이는 신도림

역의 입구, 시청역의 입구  승강장에서만 음성반응을 나타내었다. 나머지 실험군의 경우 

양성의 반응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3곳에서 음성의 반응이 나타났지만 지하철역의 실내공간

에는 분홍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돌연변이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단된다. 자주달개비 화분모

세포를 이용한 미세핵분석법은 식물체의 실험  돌연변이원을 검색하는 데 가장  민감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5-29~31]. 자주달개비 미세핵분석법을 이용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양성

을 결과를 나타내었다. 염색체의 변이를 확인하는 미세핵 분석법이 체세포의 변이를 의미하

는 수술털 돌연변이보다 유의한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자주달개비를 이용한 두가지

의 유 자 손상  염색체 이상에 한 분석법  자주달개비의 화분모세포를 이용한 미세

핵분석법이 돌연변이원에 보다 민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5-32], 한 입자상 물질

에 포함된 유해물질이 이를 흡입한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유 인 손상을 유발시켜 건강에 

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5.   요

   Airborne pollutants in the subway facilities can be potentially harmful to the health of 

passengers.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whether the suspended particulates 

have mutagenic or carcinogenic effect on the plant cell systems. Total suspended 

particulates were collected with a high volume air sampler, in the entrance, the waiting 

room, and the platform of each subway station. The biological end-points in this 

experiment were the pink mutations in stamen hairs and micronuclei in the pollen 

mother cells of Tradescantia. The exudates were collected by shaking the filter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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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sampler in distilled water for 24 hours. All the plant cuttings exposed to the 

exudates resulted in positive responses. The micronucleus assay proved more reliable and 

sensitive to the test than the stamen hair assay.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air 

particulates can give an adverse effect on the health of subway passeng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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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The daily change of pink mutation frequencies in irradiated 

TSH cells.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mean. (●: 0.3 Gy, 

□: 0.5 Gy, ▲: 1.0Gy, ◇: 2.0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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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2.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pink mutation frequencies 

in Tradescantia  stamen hair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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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Dose-response relationship of MCN in pollen mother cells 

of Tradescantia 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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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Linear regression on dose-response curve of the highest 

micronucleus occurrences at given radiation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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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Concentration of particulates matter collected from seoul subway station

Site
TSP(㎍/㎥) PM10(㎍/㎥) Remark

1 2 3 1 2 3

Shindorim 219.4 278.8 269.5 91.4 75.8 143.5

Seoul Nat. Univ. 150.7 169.4 260.9 112.6 107.9 199.7

City Hall 141.5 188.2 238.6 57.7 78.8 158.6

Shinchon 138.7 282.0 252.5 121.3 190.7 158.4

1 ; Entrance, 2 ; Waiting room, 3 ;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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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Results of the Tradescantia stamen hair mutation assay on particulates

extracts collected from seoul subway station

.

Site Extraction
ME / 100 hair

(means ± S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at

p = 0.05

 Remark

Control

Water

0.33 ± 0.210 -

Shindorim - 1 0.36 ± 0.036 N

Shindorim - 2 0.51 ± 0.066 Y

Shindorim - 3 0.54 ± 0.095 Y

Seoul nat' univ - 1 0.53 ± 0.062 Y

Seoul nat' univ - 2 0.56 ± 0.070 Y

Seoul nat' univ - 3 0.54 ± 0.078 Y

City Hall - 1 0.32 ± 0.067 N

City Hall - 2 0.65 ± 0.093 Y

City Hall - 3 0.38 ± 0.063 N

Chinchon - 1 0.55 ± 0.066 Y

Chinchon - 2 0.56 ± 0.090 Y

Chinchon - 3 0.66 ± 0.102 Y

  

1 ; Entrance, 2 ; Waiting room, 3 ; Platform

The positive control means the gamma-ray irradiated group. 

ME(mutation event); one or more than one pink cells in a stamen hair separated by the dominant b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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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Tradescantia  micronucleus frequencies induced by particulate extracts

collected from Seoul subway stations. For each treatment 1,500 tetrads 

were scored

Site Extraction
MCN/100 tetrads

(means ± SE)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at

p = 0.05

Remark

Control

Water

3.13 ± 0.249 -

Shindorim - 1 7.27 ± 0.427 Y

Shindorim - 2 8.53 ± 0.467 Y

Shindorim - 3 10.13 ± 0.374 Y

Seoul nat' univ - 1 7.93 ± 0.476 Y

Seoul nat' univ - 2 6.0 ± 0.350 Y

Seoul nat' univ - 3 6.60 ± 0.542 Y

City Hall - 1 9.80 ± 0.646 Y

City Hall - 2 5.27 ± 0.267 Y

City Hall - 3 8.07 ± 0.356 Y

Shinchon - 1 8.27 ± 0.552 Y

Shinchon - 2 7.87 ± 0.403 Y

Shinchon - 3 9.87 ± 0.620 Y

1 ; Entrance, 2 ; Waiting room, 3 ; Plat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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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  화학공장 실내 유해물질 평가를 한 VOC 분석법과 자주달

개비 미세핵 분석법의 비교 용

(The Comparison of Volatile Organic Compound (VOCs) Analysis and 

Tradescantia Micronucleus (Trad-MCN) Bioassay for Evaluation of 

Hazardous Material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1. 서  론

   기 , 특히 교통량이 집된 지역에서 검출되는 벤젠 (benzene)과 벤조 알 피  

(benzo α-pyrene)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Volatile Organic Compounds, 이하 VOCs)과 

니  (nickel), 크로뮴 (chromium)과 같은 무기화합물은 돌연변이원  발암물질로 잘 알려

져 있으며 [6-1], 활동시간의 70 % 이상을 실내에서 지내고 있는 요즘 이러한 VOCs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6-2].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미국 환경청 (US EPA)에서는 기  유해물질로 밝 져 있는 40가지의 VOCs화

합물을 지정 분류하여 리하여 오고 있다. 기  VOCs의 분석은 주로, 캐니스터 

(canister)를 이용한 용기 채취법으로 시료 채취하여 온농축 방법을 통해 GC/MS로 분석

하는 US EPA TO-14방법 [6-3]과 다양한 흡착제를 충 시킨 흡착 을 이용하여 시료 채취 

한 후 온농축 방법을 통해 GC/MS로 분석하는 US EPA TO-17 방법이 재 시행되고 있

다 [6-4]. 재의 이러한 상성분의 분석  근은 상성분을 장에서 곧 바로 시료 채취

하여 on-line 방법을 통해 분석하거나 는 채취된 시료를 실험실로 가져와 off-line으로 분

석하는 방법을 통해 특정지역의 상성분의 농도를 결정하고 그 농도에 따른 의미를 부여하

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하는 곳에서의 특정 상성분의 시료채취와 더불어 특

정 상성분에 노출되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자주달개비 (이하, Tradescantia) 식물체를 

같은 시료채취 공간에 노출시켜서 행하는 일련의 생물학  biomonitoring 시스템을 이용한 

시료채취방법이 많이 소개되고 있다. 재까지 알려진 생물학 인 분석법 200여 가지 에 

Tradescantia 식물체의 진핵세포 재료는 기 [6-5, 6-6], 수질 [6-7], 폐기물 침출수 [6-8], 

그리고 토양 [6-9]의 돌연변이원  발암원을 검출하는데 직 으로 용할 수 있다.  1960

년  후반에 개발된 자주달개비 수술털 분석법 (Tradescantia Stamen Hair Assay Method; 

이하, Trad-SHM)과 1970년  후반에 개발된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법 (Tradescantia - 

Micronucleus Assay Method; 이하 Trad-MCN)은 장실험과 실험실 실험에 폭넓게 사용

되고 있다. Trad-SHM 방법은 자주달개비 수술털 (stamen hair)의 선단 세포는 분열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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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발생 는 분열과정  돌연변이원에 노출되면 쉽게 체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킨다. 

꽃색의 표 형이 자주색으로 꽃차례의 발생 는 수술털 세포의 분열과정 에 돌연변이원

이나 발암원에 노출될 경우 꽃색에 있어서의 우성인자가 존재하는 부분의 염색체 결실이 일

어나서 상동염색체 상에 존재하는 열성형질이 발 되어 꽃잎과 수술털의 체 는 일부분

이 분홍빛을 띠게 된다. 더욱 심한 경우는 상동염색체의 양쪽 모두가 결실되어 색소발 능

력이 소실됨에 따라 무색의 수술털 세포가 생기기도 하며 때로는 선단세포의 분열능력상실

로 인한 수술털 세포수 감소로 인해 수술털이 비정상 으로 짧아지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Trad-SHM 방법은 분홍돌연변이의 분석기간이 오래 걸리는 단 을 지니고 있다. 

Trad-MCN 방법은 자주달개비의 꽃가루 모세포는 감수분열 기에는 돌연변이원에 매우 

민감하게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고 [6-10, 6-11], 감수분열 인 꽃가루 모세포의 염색

체는 동일개체의 분열 인 체세포 염색체보다도 돌연변이원에 훨씬 민감하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6-12]. 특히, 방사선, 돌연변이원, 발암원의 연구와 련하여 자주달개비를 감

수분열 기 Ⅰ 기에 맞추어 시행하고 난 후 분열 인 염색체에 한 당한 회복시간을 

부여하면, 무동원체 염색체 조각 (acentric fragment)이나 착성 염색체 복합부  (sticky 

chromosome complex)가 감수분열 말기의 4분자 염색체 (tetrads) 시기에 미세핵으로 남게 

되며, 이를 count하여 돌연변이도를 표 하는 방법이 Trad-MCN assay라 하여 염색체 손상 

연구에 이용되기 시작하 다. 한편, Trad-MCN 방법을 이용하여 발암원과 돌연변이원을 포

함한 140가지의 실험결과와 독성 실험인 Ames test와 비교하여 67 %의 합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6-13]. Ames test를 이용한 동물의 골수세포는 일반 으로 실험결과에 

한 데이터의 변동폭이 큰 반면, Tradescantia를 이용한  식물세포의 경우는 실험결과에 한 

데이터의 변동폭이 상 으로 작고, 방사선을 비롯한 다양한 돌연변이원에 뚜렷한 선량․

용량-반응 계를 나타낸다는 장 과 함께, 식물체의 실험  돌연변이원을 검색하는 데 가

장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5, 6-14, 6-15, 6-16, 6-17]. 따라서, Trad-MCN 방법은 

다양한 종류의 물리․화학 인 물질에 해 매우 민감하고, 신속하고 경제 인 방법으로, 감

수분열 인 꽃가루 모세포에서 동시성을 가진 핵분열은 감수분열의 기단계에서 돌연변이

원에 의해 염색체 손상을 일으켜 4분자염색체에서 미세핵을 밝힐 수 있다는 , 그리고 실

험 결과를 1～2일 내로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최근 Trad-MCN 방법은 특정 지

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건강 해도 평가의 목 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방법의 

활용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6-18]. 이미, 고무를 제조하는 산업 장에서 Trad-MCN 

방법과 화학  분석방법을 동시에 측정한 유 독성 평가연구에서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PAH)과 N-nitrosodimethylamine과 그 외 0.5 um  이하의 지름을 갖는 입자상

에 의한 노출로 인해 이들 화학물질에 의한 돌연변이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19].  

그 외 도시폐기물 소각로 주변에서 거리에 따른 노출정도의 평가 [6-20], 교통량이 많은 도

심지역과 터 에서의 노출평가 [6-16], 음료수를 장하는 PET 병의 추출액에 의한 노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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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6-21], 라돈 노출에 의한 평가 [6-22], 오존 노출에 의한 평가 [6-23], 그리고 매립지에서 

흘러나온 침출액을 Tradescantia 식물체에 의한 노출평가 [6-24]와 더불어 화학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다양한 환경에서의 돌연변이원을 밝히려는 연구가 매우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Trad-MCN  방법이 가스상의 오염물질을 평가하기에 더 신뢰

성이 있고 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6-23].

   최근 고무를 생산하는 공장의 실내 작업자를 상으로 발암 해도에 한 역학조사 결

과 근로자들에게 방 암과 폐암, 후두암, 그리고 백 병 등이 증가된다고 보고 되었다.  비

록 이런 역학조사가 화학물질의 노출로 인한 발암 해도가 증가된다고 하는 정확한 메커니

즘은 부족하지만, 1,3-butadiene, acetonitrille, styrene, vinyl chloride, ethylene oxide, 

nitrosamine, PAH와 같은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고무공장의 근로자들에게 역학조사

의 결과 외에도 생체실험 (in vivo)과 시험  실험 (in vitro) 모두에서 돌연변이원과 발암성

이 유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6-19].  

   지 까지의 기 환경 의 공기질 모니터링은 환경오염이 상 으로 심한 공업지역과 

도시 주변  산업장에서의 화학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실내 

작업장 내의 장에서 오염물질에 의한 Tradescantia 식물체의 biomonitoring과 화학  분석

을 동시에 측정한 연구사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주의 공단지역에 치한 화학공장을 상으로 실내 작업환경  발생되

는 화학  분석을 통하여 VOCs의 종류와 오염정도를 악하고, 동시에 유해물질에 한 

해성 평가의 한 방법으로서 Trad-MCN 방법을  이용하여 작업장에서의 노출시간에 따른 

Tradescantia의 미세핵 생성률을 조사하고자 하 다.

2. 실험  방법

   가. 재 료

       화학공장의 작업장으로부터 발생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정성  정량을 한 가스

상 표 물질로는 미국 Scott Specialty Gases 사에서 제조한 1 ppm 농도에 상응하는 가스상 

표 물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기체상 표 물질은 모두 40 종류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혼합되어 있으며, 이는 US EPA TO-14방법에서의 규제 상물질로 알려져 있다. Table 6-1

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40 종류의 TO-14 표  혼합물질의 물리․화학  성질에 한 상세

한 목록을 나타내었다.  

   작업장에서의 흡착 을 이용한 시료채취용 흡착제는 상성분에 한 흡착능과 탈착능이 

각 분석성분마다 크게 차이가 나고, 공기시료 의 수분함량에 따라서 흡착효율이 달라지므

로 당한 흡착제를 선택하는 것이 우선 요하며,  통상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Ten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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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diphenyl-p-phenylene oxide (DPPO)를 주성분으로 하는 반-결정 polymer로 이루어진 다

공성을 가진 고분자계통의 흡착제로 상 으로 높은 열 안정성과 C7～C26 범 에 해당하는 

탄화수소에 해 뛰어난 흡착능과 탈착능, 그리고 수분에 한 소수성을 가지고 있어 다양

한 범 의 화합물의 시료채취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장 을 지니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화

학공장의 실내 작업장에서 VOCs를 채취하기 흡착 에 400 mg의 Tenax TA 가 충 된 흡

착 을 사용하 다.  실험용 식물체는 방사선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자연  돌연 변이율 

(intrinsic mutation rate)이 낮은 Tradescantia BNL 4430 클론을 사용하 다. 2002년 8월 15

일부터 9월 14일까지 4주간 생장한 식물체로부터 15개 정도의 꽃 오리를 가지고 있는 꽃차

례를 취한 다음 15개의 꽃차례를 하나의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나. 시료 채취

       작업장에서의 시료채취는 비닐하우스용 비닐을 제조하는 국내 공단지역의 특정회사

를 선정하여 실내 작업공간에서 400 mg의 Tenax TA 흡착제가 충 된 스테인 스 스틸 흡

착  (90 mm × 6.35 mm O.D., Perkin-Elmer, UK)으로 일정 유속으로 설정된 펌 로 

active sampling 하 다.  흡착 의 시료채취 시간은 2시간으로 설정하고 채취 유속은 70 

mL/min으로 설정하여 채취 부피는 약 8L 채취하 다. 시료 채취 시작 ․후의 유속의 변

화는 10 % 이내로 유지되어 시료 채취에 의한 정 도는 양호하 다. 시료채취 장소는 3군데

를 선정하 으며 그 기 은 제조과정  농도가 높게 배출될 것으로 단되는 실내 작업장

의 2군데를 선정 (제조라인 site #6과 7)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실내 작업장의 공기가 외기

로 환기되는 건물의 옥상을 선정하여 시료 채취하 다. 작업장의 실내 온도는 실온, 상 습

도는 55 %로 유지되었다. 실내 작업장과 외기에서 화학  분석을 한 흡착 을 이용한 시

료채취와 Tradescantia 식물체를 이용한 생물학  boimonitoring을 동시에 수행하 다. 실험

용 식물체는 온실에서 생육된 Tradescantia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BNL 4430 클

론을 취하여 실내 작업장에서 2시간, 6시간, 그리고 9시간동안 노출하 다. 노출 후 24시

간의 회복시간을 부여한 다음 고정, 장하 다.  화학  분석을 해 시료채취가 끝난 흡착

은 테 론 재질의 brass Swagelok screw cap으로 막고 미리 세척한 유리병에 보 하여 

실험실로 운반하 으며, biomonitoring을 해 노출시킨 Tradescantia  식물체는 증류수로 세

척한 박스에 담아 실외 공기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 다.

   다. 시료의 화학  분석

       Tenax TA가 400 mg 충 된 시료가 흡착된 흡착 을 열탈착 하기 한 자동 열탈

착 장치 (ATD 400, Perkin-Elmer, UK)는 최  50개의 시료에 해 자동으로 분석할 수 있

는 장 을 가지고 있으며, 열탈착 과정은 이동상 기체 (헬륨)를 이용하여 흡착제가 충 된 

흡착튜 에 열을 가하여 1차 으로 흡착제에 채취된 기체상 성분들을 탈착 시킨다 (1차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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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 이 때 탈착된 기체상 성분들은 -30 ℃로 유지되고 있는 온응축트랩 (Cold trap)에 다

시 재 흡착하는 일련의 농축과정을 거치며, 일정시간동안 농축이 이루어지면 다시 빠른 시

간 내에 고온의 열을 가하여 2차로 기체상 성분들을 탈착 시킨다 (2차 탈착). 이 때 탈착된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은 transfer line을 통하여 모세  컬럼 (capillary column)이 연결 된 

GC로 운반되어 최종 으로 분석과정이 진행된다.  분석 컬럼은 SPB-1 (60 m × 0.32 mm × 

1 ㎛, J&W Supelco)을 사용하 고,  컬럼 오 의 온도 로그래 은 기 40 ℃에서 5분간 

유지한 후, 분당 5 ℃씩 승온 하여 180 ℃로 올린 후 다시 분당 10 ℃씩 승온하여 최종온도

를 250 ℃까지 올려 5 분간 유지하면서 분석과정을 수행하 으며, 이 때 사용한 GC는 

Finnignan GCQ (GC/MSD)를 이용하여 시료 분석하 다. 실내 작업장 시료의 정성  정량

을 해서 질량분석기 (MS)가 장착된 Finnigan GCQ (GC)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 다. 

자이온화 (EI) 모드에서 70 eV로 시료를 이온화하 고, 이동상 기체로는 헬륨을 사용하

다. 자세한 분석조건은 Table 6-2에 상세하게 나타내었다. 

   작업장 시료의 정량을 한 표 물질의 검량선 작성은 US EPA TO-14 방법에서 규정하

고 있는 40가지의 VOC 표 혼합 가스 (Scott Specialty Gases, USA) 1ppm 농도에 상응하

는 표 물질을 사용하 다. ATD 400에서 열탈착 시켜 cleaning한 깨끗한 흡착 을 표 물

질 제조용 흡착 에 연결하고, VOC 표 물질이 함유된 실린더에 질량유랑계 (mass flow 

controller)를 연결하고 일정한 유량으로 조 하여 각 흡착  마다 흡착되는 표 물질의 부피

를 달리하여 흡착시켰다. 작업장에서의 시료의 정량을 한 표 물질의 검량선 범 는 88～

2000 ng 으로 흡착 을 제조 후, GC/MS로 분석하여 흡착량을 달리한 변화에 한 피크면

의 크기로 검량선을 작성 하 다. 검량선 범 에 한 직선성의 결정계수 (r
2
)는 0.99 이상

의 양호한 직선성을 보 다. 한, 표 물질의 재 성 평가를 한 7번 반복분석에 한 상

표 편차는 몇 가지 화합물을 제외하고는 10% 이내의 재 성을 나타내었으며, 4번 반복 

분석한 각 표 물질의 머무름 시간의 평균 상 표 편차는 0.04%로 분석에 따른 각 표 물

질의 머무름 시간은 매우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Trad-MCN Assay (자주달개비 미세핵 분석)

      (1) 꽃차례 배양

          실외 기조건과 실내 작업장에서 노출시킨 꽃차례군은 Hougland No. 2 solution 

6배 희석액 [6-25]에 담구어 생장상 내에서 배양하 다. 노출 후 고정에 들어가기까지 24시

간의 배양기간 동안 기포발생기를 이용하여 폭기를 실시하 다. 배양시간은 명기 14시간 동

안은 20 ℃, 습도 80 %, 조도는 293 μE/m
2
/sec로 조 은 형메탈램 , 형 등을 보조 원

으로 사용하 다.  암기는 10시간, 20 ℃, 상 습도 80 %를 유지하 다. 

      (2) 자주달개비 미세핵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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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가루 모세포에 생성된 미세핵 분석은 Ma [6-26]의 차를 따랐다. 실내 작업장

의 노출이 끝난 시료는 Hougland No. 2 solution 6배 희석액에 치하고 생장상 내에서 24

시간의 분열 염색체 회복시간이 경과 후, 분석용 꽃차례를 aceto-alcohol (1:3)로 고정시켰다. 

고정액에 치하여 24시간 후 70 ％ 에탄올에 담가 4℃에 장하 다.  미세핵을 미경으

로 검사하기 한 라트의 제작은 aceto-carmine squash method [6-26]를 따랐다.  

처리가 끝난 후 실험군별로 5～10개의 슬라이드 라트를 제작하고, 학 미경 

(Nikon)의 배율을 400배로 하여 생성된 미세핵을 계수하 다. 하나의 라트에서 약 

300개 이상의 4분자 염색체를 미경으로 검사하여 100개의 사분자 염색체 당 미세핵 숫자 

(MCN / 100 tetrads)로 환산하여 결과를 나타내었다. 

3. 결과  고찰

   실내 작업장내 두 곳 (site #6과 #7)에서의 유해물질로 분류된 VOCs의 농도분포를 조사

하기 하여 Tenax TA 흡착제가 400 mg 충 된 흡착 을 이용하여 2시간 동안 시료채취 

한 후 화학  분석결과를 사 에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비닐제품을 제조하

는 작업장내에서 검출된 VOCs는 US EPA TO-14 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40가지 VOCs  

9개 화합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6-1).  

   그 , toluene의 농도가 site #6과 7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site #6에서 톨루엔의 

농도는 1368.3 ug/m
3
, site #7 에서는 1946.6 ug/m

3
으로 일반 기환경에서 농도 ppb 수

으로 검출되는 농도보다 수백 배 높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쥐와 사람에 한 

발암성 시험에서 암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trichloroethylene은 site #6과 7에서 각각 

4.2 ug/m
3
과 2.1 ug/m

3
을 보 다. 그 외 ethylbenzene, m,p,o-xylene, styrene, 

1,3,5-trimethylbenzene, 그리고 1,2,4-trimethylbenzene 화합물들은 실내 작업장의 site #6과 

7 그리고 외기 수  모두 비슷한 농도 수 으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2와 

Table 3에 실내 작업장의 site #6과 7, 그리고 외기에서 검출된 각각의 VOC의 농도 (ug/m
3
)

를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Fig. 6-3과 6-4 그리고 Table 4에 Tradescantia  식물체의 노출에 의한 미세핵 생성률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화학공장의 실내 작업장에서 노출한 Tradescantia  꽃가루 모세포의 미세

핵분석법을 통한 분석결과 외기 에 노출한 조군과 실내 작업환경 에 노출한 처리 실

험군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3에 실내작업장의 site #6에서 

시간에 따른 자주달개비 미세핵 생성률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실외 기에서의 노출 시간에 

한 조군의 경우는 2.8～2.9 MCN/100 tetrads를 나타내었다 (Table 6-4). 이는 자연상태

에서 Tradescantia 미세핵의 자연  생성률은 최  4 MCN/100 tetrads로 이 값은 꽃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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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포 미세핵의 자연 인 생성률 범 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27].

  반면, 실내 작업장의 site #6의 2시간, 6시간, 그리고 9시간의 노출군에서 자주달개비의 미

세핵 생성률은 각각 6.2 ± 0.5, 8.2 ± 1.0, 그리고 15.7 ± 0.8 MCN/100 tetrads (Fig. 6-3과 

Table 6-4)로 실외 기조건보다 2.1～5.4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site #6

의 노출 치가 외부의 향이 으며, 실내 작업장의 향을 충분히 반 할 수 있는 안정된 

장소로 실내작업장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의한 향을 충분히 반 한 결과로 

단된다 [6-28]. Fig. 6-4에는 실내작업장의 site #7에서 시간에 따른 노출에 의한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을 나타내었다.  

   Site #7의 실내작업장은 site #6에서 나타난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보다 상 으로 

약간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Site #7에서 2시간, 6시간, 그리고 9시간동안 나타난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은 각각 5.4 ± 1.6, 5.8 ± 0.3, 그리고 9.5 ± 0.5 MCN/100 tetrads

로 실외 기 조건보다 1.9～3.3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내작업장의 두 지역 

모두에서 실외 기조건과 비교하여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이 site #7의 2시간 노출군 

만을 제외한 모든 처리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Fig. 6-4의 site #7의 2시간에 한 

노출군의 표 편차가 높고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2시간에 한 화학  사 조사에

서는 site #7의 VOCs 농도 (toluene의 농도를 심으로)가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2, 

6, 9시간 노출에 따른 Tradescantia  식물체의 미세핵 생성률은 site #6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흡착 의 시료채취가 갖는 작업장 공기의 강제 인 시료채취방법과는 달

리 Tradescantia 식물체의 작업장 공기의 노출정도는 정 인 상태에서 노출되므로 반 으

로 공기의 와류가 은 site #6에서 노출빈도가 더 커지게 되어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

이  site #7에서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Site #6과 7은 같은 실내 작업장으로 

서로 10 m 간격을 두고 있고, 제품의 제작되는 동안 방출되는 화학물질을 환기하기 한 환

기장치가 가동되고 있었다.  한 제조공장의 출입구에서 5 m 떨어진 치에 site #7이 치

하고, 출입구에서 12 m 떨어진 안쪽의 실내공간에 site #6이 치하고 있어 반 으로 출입

구 안쪽에 치하고 있는 site #6보다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site #7이 실외 공기에 의한 희석

에 의한 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미세핵 생성률은 오히려 site #6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작업장에서의 VOCs의 허용 한계치 (Threshold Limit Values, 이하, 

TLV)는 8시간 작업을 기 으로 하 을 때, toluene과 xylene 은 100 ppm, styrene은 50 

ppm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화학공장의 실내 작업장에서 가장 높게 검출된 

toluene의 농도는 1368.3～1946.6 ug/m
3
 (2시간 측정에 한 값)으로 이를 ppm 농도로 환산

하면 0.36～0.52 ppm 수 으로 작업장 환경의 기  TLV 보다는 매우 낮은 수 으로 나타났

지만, 실내작업장에서의 biomonitoring을 이용한 Tradescnatia  식물체의 Trad-MCN 방법의 

미세핵 생성률과 화학  분석의 측정값을 볼 때 장기간 노출시 작업장내의 근로자들에게 유

해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한, site #7에서의 toluene의 농도가 site #6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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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은 오히려 site #6에서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비록 농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발암성을 유발하는 trichloroethylene의 농도가 site 

#6에서 2배 가량 큰 농도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toluene에 의한 향보다는 발암성 시

험에서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trichloroethylene에 의한 향을 더 많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화학공장의 실내작업장에서 US EPA TO-14 방법에서 규정한 40가지의 유해물질 VOCs

 총 9종류의 VOC가 검출되었으며, 농도범 는 site #6에서 1.7～1368.3 ug/m
3
 (ppb 범

로 0.3～363.1 ppb에 해당), site #7에서 1.7～1946.6 ug/m
3
 (ppb 범 로 0.3～516.5 ppb에 해

당)로 나타났다. Trad-MCN 방법에 의한 site #6에서의 시간별 노출시간 (2시간, 6시간, 9시

간)에 한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은 각각 6.2 ± 0.5, 8.2 ± 1.0, 그리고 15.7 ± 0.8 

MCN/100 tetrads로 노출시간의 증가에 따른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의 상 계수 (r) 값

은 0.92, site #7에서는 각각 5.4 ± 1.6, 5.8 ± 0.3, 그리고 9.5 ± 0.5 MCN/100 tetrads로 노출

시간의 증가에 따른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의 상 계수 (r) 값은 0.87로 노출시간의 증

가에 따라 실내 작업장의 두 곳 모두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이 증가하는 반면, 실외 조

건 (외기) 에서 노출한 조군의 경우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은 일반 기환경 수 의 

농도에 해당하는 2.9 ± 0.4 MCN/100 tetrads 수 으로, 이는 자연 인 미세핵 생성률에 해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공장의 실내 작업장에서의 VOCs의 화학  측정분석결과 site #7에서 toluene의 농도

가 site #6에서 보다 높게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은 오히려 

site #6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농도로 존재하고 있지만 발암성을 유발하는 

trichloroethylene의 농도가 site #6에서 2배가량 큰 농도로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이 toluene에 의한 향보다는 trichloroethylene에 의한 향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내공간에서의 화학  측정결과와 biomonitoring을 이용한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 

결과 실내 작업장에서 장기간 노출시 작업 근로자들에게 유해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화학공장의 실내 작업장에서의 Tenax TA가 충 된 흡착 /GC/MS방법을 이용한 화학

 분석과 동시에 biomonitoring을 이용한 Trad-MCN 방법을 통해 실내 작업장에서의 유해

물질 VOCs  유해물질에 의한 Tradescantia 미세핵 생성률을 쉽게 screening 할 수 있었

다. 



- 81 -

5.   요

   This research examined the presence of hazardous material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using an integrated chemical/biological monitoring. Chemical workplace field air for 

volatile organic compounds (VOCs) analysis was collected using a collection tube packed 

with Tena.x TA adsorbent 400mg. Workplace field air samples were analyzed by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Simultaneously, Tradescantia BNL 4430 

clone was exposed in situ to monitor hazardous material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GC/MS analysis showed the presence of various VOCs such as trichloroethylene, toluene, 

ethylbenzene, (m,p,o)-xylenes, styrene,  1,3,5-trimethylbenz-

-ene, and 1,2,4-trimethylbenzene. The results showed that in situ monitoring of VOCs 

with the Tradescantia-micronucleus (Trad-MCN) assay gave positive result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and negative response at outdoor air. In conclusion, inhalation of these 

field air by workers may affect chronic demage to their health by inducing micronuclei 

formation in Tradescantia pollen mother cells. The combination of chemical/biological 

monitoring is very effective to evaluate hazardous materials in workplace field and can 

be alternatively used for screening hazardous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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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Lists of target VOCs in this study

No. Compounds Formula  CAS No.
m.w 

(g/mol)
b.p (℃)

1  Dichlorodifluoromethane CCl2F2 75-71-8 120.91 -29.8

2  Chloromethane CH3Cl 74-87-3 50.49 -24.2

3 1,2-dichloro-1,1,2,2-tetrafluoromethane ClCF2CClF2 76-14-2 170.93 4.1

4  Vinyl chloride H2C=CHCl 75-01-4 62.50 -13.4

5  Bromomethane CH3Br 74-83-9 94.94 3.6

6  Chloroethane C2H5Cl 75-00-3 64.52 12.3

7  Trichlorofluoromethane CCl3F 75-69-4 137.38 23.7

8  1,1-Dichloroethylene H2C=CCl2 75-35-4 96.95 31.7

9  Methylene chloride CH2Cl2 75-09-2 84.94 39.8

10  1,1,2-Trichloro-1,2,2-ttifluoromethane CF2ClCCl2F 76-13-1 187.38 47.7

11  1,1-Dichloroethane ClCH2CH2Cl 75-34-3 98.96 57-59

12  cis-1,2-Dichloroethylene ClCH=CHCl 156-59-2 96.94 60

13  Chloroform CHCl3 67-66-3 119.38 61

14  1,2-Dichloroethane ClCH2CH2Cl 107-06-2 98.96 83

15  1,1,1-Trichloroethane CH3CCl3 71-55-6 133.41 74-76

16  Benzene C6H6 71-43-2 78.11 80

17  Carbon tetrachloride CCl4 56-23-5 153.82 76-77

18  1,2-Dichloropropane CH3CH(Cl)CH2Cl 78-87-5 112.99 95-96

19  Trichloroethylene ClCH=CCl2 79-01-6 131.39 86.7

20  cis-1,3-Dichloropropene ClCH2CH=CHCl 10061-01-5 110.97 97-112

21  trans-1,3-Dichloropropene ClCH2CH=CHCl 10061-02-6 110.97 97-112

22  1,1,2-Trichloroethane ClCH2CHCl2 71-55-6 133.41 110-115

23  Toluene C6H5CH3 108-88-3 92.14 110.6

24  1,2-dibromoethane BrCH2CH2Br 124-48-1 187.88 119-120

25  Tetrachloroethylene Cl2C=CCl2 106-93-4 165.83 131.3

26  Chlorobenzene C6H5Cl 108-90-7 112.56 132

27  Ethylbenzene C6H5C2H5 100-41-4 106.17 136

28  m-Xylene C6H4(CH3)2 108-38-3 106.17 138-139

29  p-Xylene C6H4(CH3)2 106-42-3 106.17 138

30  Styrene C6H5CH=CH2 100-42-5 104.15 145-146

31  1,1,2,2-Tetrachloroethane Cl2CHCHCl2 79-34-5 167.85 147

32  o-Xylene C6H4(CH3)2 95-47-6 106.17 143-145

33  1,3,5-Trimethylbenzene C6H3(CH3)3 108-67-8 120.20 162-164

34  1,2,4-Trimethylbenzene C6H3(CH3)3 95-63-6 120.20 168

35  Benzyl chloride

36  1,3-Dichlorobenzene C6H4Cl2 541-73-1 147.00 172-173

37  1,2-Dichlorobenzene C6H4Cl2 95-50-1 147.00 180

38  1,4-Dichlorobenzene C6H4Cl2 106-46-7 147.00 173

39  1,2,4-Trichlorobenzene C6H3Cl3 120-82-1 181.45 214

40  Hexachlorobutadiene Cl2C=CClCCl=CCl2 87-68-3 260.76 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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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Operating conditions of ATD 400 thermal desorber and GC/MS

Thermal desorption system (ATD-400, Perkin Elmer, UK)

Parameter   Value

Tube desorption temp. 300℃

Tube desorption time 10 min

Valve temp. 175℃

Cold trap temp. -30℃

Cold trap desorption temp. 320℃

Cold trap desorption time 5 min

Transfer line temp. 

(from ATD to GC)
175℃

ATD Head pressure 11.5 psi

Desorption flow 50 ml/min

Inlet split flow Splitless 

Outlet split flow 10 ml/min 

Adsorbent (collection tube) Tenax TA 400 mg (60/80 mesh)

Adsorbent (cold trap) Tenax TA 

GC/MSD (GCQ GC/MSD, Finnigan, USA)

Column SPB-1 (Supelco, 60m, 0.32mm, 1㎛)

Column flow 1 ml/min

Initial temp. 40℃ (5 min)

Final temp. 250℃ (2 min)

Ramp rate
40℃(5min), 7℃/min to 180 ℃, 10℃

/min to 250℃ 

Detector MSD (type : ion trap)

Ion source temp. 190℃

Transfer line temp. 

(from GC to MS)
200℃

Mass range 45～350 amu

Ionization mode EI (Electron ionization)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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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The detected VOCs from the chemical workplace field based on the GC/MS

analysis using collection tube packed with Tenax TA adsorbent  

Detected VOCs

VOCs concentration (ug/m
3
) for 2 hour sampling (n=2)

Outdoor Site #6 Site #7

Trichloroethylene 1.9 ± 0.2 4.2 ± 0.5  2.1 ± 0.2

Toluene 340.1 ± 25.6 1368.3 ± 99.5 1946.6 ± 146.3 

Ethylbenzene 4.4 ± 0.4 12.0 ± 0.5 12.1 ± 0.4

m,p-Xylene 5.4 ± 0.5 10.2 ± 0.2 13.5 ± 0.2

Styrene 1.6 ± 0.2 1.8 ± 0.2 1.8 ± 0.2

o-Xylene 3.8 ± 0.4 7.3 ± 0.7 10.1 ± 0.2

1,3,5-Trimethylbenzene 1.3 ± 0.1 1.7 ± 0.1 1.7 ± 0.1

1,2,4-Trimethylbenzene 1.5 ± 0.1 3.9 ± 0.1 3.3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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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4. Results of exposed time on site monitoring with the Trad-MCN bioassay

in the  chemical workplace field air

Sampling site

MCN/100 tetrads (mean ± s.d) (n=5) 

Exposed time (h) of Tradescantia 

at chemical workplace field

2 hr 6 hr 9 hr

Outdoor

(Negative control)
2.9 ± 0.4 5.8 ± 0.3 2.9 ± 0.5

Site #6 6.2 ± 0.5 8.2 ± 1.0 15.7 ± 0.8

Site #7 5.4 ± 1.6 5.8 ± 0.3 9.5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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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 GC/MS chromatogram; a) EPA TO-14 mixture standard gases, b) detected 

VOCs from real sample. Peak numbers correspond to the numbers indicated 

in Table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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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Styrene

ug
/m

3

0.0

0.5

1.0

1.5

2.0

2.5

3.0

Site # 6 
Site # 7
Site # outdoor 

o-xylene

0

2

4

6

8

10

12

14

Site # 6 
Site # 7
Site # outdoor 

1,3,5-trimethylbenzene

ug
/m

3

0.0

0.5

1.0

1.5

2.0

2.5

3.0

Site # 6 
Site # 7
Site # outdoor

1,2,4-trimethylbenzene

0

1

2

3

4

5

6

Site # 6 
Site # 7 
Site # outd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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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micronuclei obtained

in pollen mother cells of Tradescantia  after exposed to different 

hour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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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4. Mean values and standard deviations of the micronuclei obtained 

in pollen mother cells of Tradescantia after exposed to different 

hours in chemical workplace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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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  단세포겔 기 동법을 이용한 사람 세포에서의 방사선과 수

은화합물에 의한 DNA 손상 평가

 

1. 서  론

   생체 내에 외인성 유기화합물 (xenobiotics)이 섭취되면 생체는 이 물질들이 체내에 쌓이

지 않도록 각종 방어기구를 가동시켜 체외에 방출할 수 있도록 사 한다. 이것이 생체의 

이물질에 한 방어 반응이며 흡수, 사, 배설을 포함한 해독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

때 그 로는 체외배출이 곤란한 친유성 물질에 하여 생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효소를 이

용하여 그 물질을 산화, 환원, 가수분해 등의 양식에 의해 무독화하기도 하고 더욱 수용성으

로 변화시켜 체외로 배출시킨다. 속은 강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량으로 인

체에 필수 불가결한 것 (Fe, Zn, Cu, Co 등)도 있지만 생물체 본래의 구성성분이 아니고 동

식물의 생육 과정이나 식품의 가공, 제조 에 외부에서 오염되어 혼입되는 환경오염성 

속 (environmental heavy metals)도 있다. 인체에 비교  독성이 강한 As, Cd, Hg, Pb 등

은 표 인 환경오염 속으로 알려져 있다 [7-1]. 이  수은 (Hg)은 가장 오래된 속 

독의 하나로서 부분의 경우 증기상태로 호흡기를 통하여 체내에 노출되지만 피부나 경

구를 통해서도 노출될 수 있다 [7-2].  

   수은 독에 의한 표 인 사고로는 1950년   일본의 Kyushu의 Minamata 만에서 

발생한 사건과 1965년의 Niigata 지역에서의 사건, 그리고 1960년 와 1970년 의 이라크에

서 발생한 수은 독 곡물사건을 들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원인물질은 메틸수은 

(methylmercury)이었다. 일본에서 발생한 미나마타 사건의 원인은 미나마타만 상류의 화학

공장에서 매로 사용했던 염화 제2수은 (HgCl2)이 폐수 에 방출되어 이토의 기  조건

하에서 유기수은인 메틸수은으로 환되었고 메틸수은은 무기수은보다 생체막을 더 쉽게 투

과하여 어패류에 축 , 사람이 이들 어패류를 섭취함으로서 발생하 다. 메틸수은은 인체의 

장막, 세포막을 투과하여 표 장기 (target organ)인 뇌에 도달하고 여기에서 메틸수은은 탈

메틸화 (demethylation)되어 효소의 SH기와 결합함으로써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FAO / 

WHO에서 결정하는 총 수은 섭취 허용량은 43㎍/day, 메틸수은은 20㎍/day로 되어있다 

[7-3]. 수은 독은 일시에 다량이 흡입되어 발생하는 성 독과 비교  은 량이 장기간에 

걸쳐 흡입되므로서 발생하는 만성 독으로 구별된다. 그 증상은 유사하며 주로 지각이상, 운

동실조, 언어장애, 청력장애, 구심성 시야 착 등의 Hunter-Russel증후군으로 불리는 추

신경 증상을 나타낸다. 무기수은염은 장의 작열감, 동통, 구토, 침흘림, 신장기능장해의 원인

이 되며 알킬수은은 입술 주변  팔다리 끝의  감각 이상, 운동의 어려움, 발음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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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력 장해, 시야 착, 정신장해 등의 신경계장해, 신장, 뇌의 장해를 유발한다. 모체가 메틸

수은을 섭취하면 태아에 메틸수은이 이행 축 되기 때문에 태아의 methyl수은 독의 험

성은 성인보다 높으며 출생아에게 한 추신경증상을 일으킨다 [7-4]. 세포 수 에서의 

유기 수은은 세포막 물질 수송계에서 active transport system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은에 의한 신장 독성은 항산화에 련된 세포 (GSH 세포크기와 Gpx 활

성)를 변화시켜 산화  손상을 다는 것이 MDCK (Madin.Darby canine kidney) cell을 이

용한 실험에서 밝 졌다 [7-5, 7-6]. 

   세포 수 에서의 수은에 한 국내․외 부분의 실험은 수은 단독 처리에 의한 독성과 

그 기작을 알아보는 데 그쳐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포에 미치는 수은과 방사선의 

향, 수은 처리 ․후 방사선 조사 함께 가해졌을 경우, 그 상호 작용에 해 알아보고자 하

다.  

   

2. 연구 방법

   가. 실험 재료  처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궁경부암 세포인 HeLa는 10% FBS (fetal bovine serum)와 

1%의 항세균  항진균 항생제가 포함된 RPMI-1640 배지로 37℃의 항온기내에서 배양하

다. 실험을 해 well 당 1ml의 배지가 들어 있는 12 well plate에 약 12×10
4
 cells/well 세포 

농도로 종하 고 종 24시간 후에 수은  방사선 처리를 실시하 다. 실험은 수은  

방사선 단독 처리군, 수은 처리 후 방사선 처리군, 방사선 처리 후 수은 처리군으로 나 어 

실시하여 수은과 방사선의 단독 처리 시 유 독성과 병행 처리 시 유 독성의 시 지효과를 

알아보았다. 수은 처리군은 생리 식염수에 0.001, 0.005, 0.01 μM의 농도로 염화수은(Ⅱ)을 

녹여 5분간 처리하 다. 방사선 처리군은 한국 원자력연구소의  
60
Co γ-ray를 이용하여 5분

간 총 선량이 6.5 Gy가 되게 조 하 으며, 얼음 에서 행하 다. 수은 처리 농도는 MTT 

세포 생존율 실험 결과를 토 로, 방사선 선량은 기 의 논문을 참고하여 처리하 다 [7-7]. 

수은 처리군은 처리 후에, 방사선 처리군은 조사 에 trypsin-EDTA를 처리하여 세포를 모

아  후 DPBS (Dulbecco's phosphate bufferd saline) 500㎕에 세포를 분산시켜 수은과 방

사선의 유  독성 실험을 실시하 다. 

   나. 수은 처리 시 세포 생존율 (MTT cell viability assay)

       세포의 생존율은 MTT (3-[4,5-dimethylthiazol-2yl]-2,5-d i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 reduction method를 변용하여 측정하 다[7-8]. 이 방법은 세포 내 미토콘

드리아의 호흡기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tryphan blue dye-exclusion의 방법보다 정확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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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생존율을 측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자궁경부암세포를 2×10
4
cell/㎖의 도로 6 

well-plate에 종 후 RPMI-1640 배양액에 24시간 배양하 다. 생리식염수로 녹인 수은을 1 

μM, 0.1 μM, 0.01μM의 농도로 2시간 동안 배양액에 처리하 다. 수은 처리 후 배양액을 제

거하고 MTT용액(0.05% in medium)을 30㎕ 첨가하여,  배양기 내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키

고 반응시킨 MTT용액은 제거한다. 배양 시 바닥에 형성된 formazan crystals을 

DMSO(dimethyl sulfoxide, Sigma) 1㎖에 녹인 후 ELISA reader (Thermo Labsystems)를 사용

하여 580㎚의 장으로 흡 도를 측정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계측하 다.

   다. 세포 내 유  독성 실험 (comet assay)

       수은과 방사선의 유  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comet assay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P. Grover et al.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 다[7-9]. 처리 물질이 아닌 시험 과정에서의 DNA 손상을 최소화하기 해 모든 과

정은 어두운 조명 하에서 이루어 졌다. DPBS에 분산시켜 놓은 자궁경부암세포 100 ㎕와 1 

% LMP (low melting point agarose) 100 ㎕를 혼합하여 날 pre-coating해 놓은 slide 

glass에 떨어뜨린 후 cover glass를 덮어 체 으로 퍼지게 한다. 4℃에서 20분간 굳힌 후 

다시 200 ㎕의 0.5 % LMP로 한 층을 덧입  4℃에서 굳힌다. 만들어진 slide는 cover glass

를 제거한 후, 4℃ lysing solution [2.5 M NaCl, 100 mM EDTA, 10 mM Tris (pH 10), 1% 

sodium sarcosinate, 사용 직 에 1 % Triton X-100과 10% DMSO를 혼합]에 담가 1시간 

동안 cell lysis를 시킨다. 4℃의 물로 slide에 남은 용액을 제거하고 4℃ Electrophoresis 

buffer (300 mM NaOH and 1 mM, EDTA pH 13) 에서 5분간 unwinding 시킨 후 26 V, 

300 mA에서 30분간 기 동을 실시하 다. 기 동이 끝난 slide는 4℃의 물로 씻어  

후 400 mM Tris buffer (pH7.5)에서 15분간 성화과정을 시행하며 이 과정을 3회 반복한

다. 50 ㎕ EtBr (20 ㎕/ml)로 염색하여 CCD camera (Hitachi Denshi, Ltd., Japan)가 부착된 

형 미경 (Olympus fluorescence microscope, Japan)에서 200배율로 검경하고, Komet 

ver. 4.0 image analysis (Kinetic Imaging Ltd, Liverpool, UK)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하

다. 한 slide 당 50개의 핵을 찰하여 통계분석 하 다.     

3. 연구 결과  고찰

   가. 수은 처리 시 세포의 생존률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수은의 농도를 알아보기 하여 MTT cell viability assay를 

실시하 다. 무처리군의 생존율을 100%로 환산 했을 때, 1 μM의 농도에서는 16.9 ± 5.61%, 

0.1 μM에서 23.1 ± 17.71, 0.01 μM에서 63.9 ± 57.46%의 생존율을 보 다 (Table 7-1).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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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보문의 사람의 간세포에서 25 μM에서 60%의 생존율보다 월등히 낮은 생존율을 보여 

주었다 [7-10]. 

   나. 수은과 방사선의 세포 내 유  독성

       수은과 방사선 처리 시 세포 내의 유  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comet assay를 실

시하 다. comet assay는 각각의 세포에서 DNA 손상을 직  가시화하는 기 동 방법으

로 1984년에 Ostling과 Johanson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되었다 [7-11]. 류가 하 을 띠고 

있는 DNA를 핵으로부터 잡아당김으로써 완화된 DNA와 깨진 DNA 편들을 이동시켜 '혜

성' 같은 모양을 나타내는데 이 이미지가 DNA 손상정도를 결정하는 척도로 이용된다. 기

동 후 tail moment 값을 이용하여 DNA의 손상 정도를 비교하 다. tail moment은 얻어진 

혜성모양의 DNA 상으로부터 측정한 head, tail 그리고 단된 DNA  조각의 형 염색 도 

등을 감안한 값으로 단순 측정된 tail length만을 사용할 경우 실제 DNA  분자 상에 유발된 

손상이 지나치게 확  해석 될 수 있는 단 을 보완할 수 있다 [7-12].  

   수은과 방사선의 상호 향을 알아보기 해 수은 단독 처리,  방사선 조사 후 수은 처

리, 수은처리 후 방사선 조사 시 세포 내 독성 실험을 각각 실시하 다. 수은 단독 처리 시 

Hg의 처리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손상된 DNA의 끌림이 육안으로도 찰이 되었다(Fig. 

7-2). 수은 단독처리 시 조군, 0.001 Hg, 0.005 Hg, 0.01 Hg 처리군의 tail extent moment 

값은 각각 4.88±1.00, 12.24±1.82, 20.30±1.30, 40.65±2.94으로 수은 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조군에 비해 략 3, 4, 9 배의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olive tail moment 값은 

각각 3.50±0.52, 8.20±2.15, 12.26±0.52, 20.38±1.49으로 조군의 2, 4, 6 배 정도의 손상을 나

타내었다 (Fig. 7-3). 방사선 조사 후 수은 처리 시 수은 단독 처리나 방사선 단독 처리보다 

DNA의 손상 정도가 확연히 높아졌다 (Fig. 7-4). 조군, 방사선 단독 처리군, 방사선 처리 

후 0.001 Hg, 0.005 Hg, 0.01 Hg 처리군의 tail extent moment 값은 4.88±1.00, 26.90±2.67, 

56.50±3.93, 62.03±5.14, 72.72±3.70으로 모든 수은 처리 농도에서 수은 단독 처리의 손상치와 

방사선 단독 처리의 손상치를 더한 값보다 20정도의 손상이 더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live tail moment의 경우,  조군, 방사선 단독 처리군, 방사선 처리 후 0.001 Hg, 0.005 

Hg, 0.01 Hg 처리군의 값은 3.50±0.52, 13.16±1.82, 32.69±2.48, 31.56±1.97, 39.44±3.23으로 모

든 처리 농도에서 단독 처리 시의 손상치의 합보다 높은 손상치를 보여줬으며 단 0.001과 

0.005 Hg 처리군에서는 수은의 농도가 5배 높아졌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7-5). 

   수은 처리 후 방사선 조사 그룹에서는 조사 후 수은 처리군보다 DNA의 손상정도가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6). 조군, 방사선 단독 처리군, 0.001 Hg, 0.005 Hg, 0.01 Hg 

처리 후 방사선 조사군의 tail extent moment 값은 4.88±1.00, 26.90±2.67, 43.69±2.60, 

57.42±1.19, 54.90±4.46으로 방사선 조사 후 수은 처리군보다 낮은 손상정도를 보 으며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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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농도에서는 0.005 Hg 농도와 비슷한 손상 정도를 보 다. 이는 olive tail moment의 값

에서도 나타나는데 조군, 방사선 단독 처리군, 0.001 Hg, 0.005 Hg, 0.01 Hg 처리 후 방사

선 조사군의 olive tail moment의 값은 3.50±0.52, 13.16±1.82, 20.05±2.01, 27.66±0.67, 

28.72±1.69로 0.005 Hg와 0.01 Hg 농도에서 손상정도의 차이가 없음을 볼 수 있다 (Fig. 

7-7). 

   방사선 ․후 수은 처리를 비교 하 을 경우, 처리에 비해 후처리의 손상 정도가 더

욱 심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기존 보문의 수은이 손상된 DNA의 수복 작용

을 방해한다는 것과 일치한다 (Fig. 7-8). 수은은 Fpg protein (the bacterial 

formamidopyrimidine - DNA glycosylase)에 향을 미치는 데 이 효소는 손상되어 깨어진 

DNA base를 환하여 DNA를 수복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수복 작

용에는 4가지의 시스테인 (cystein)과 아연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데 수은은 이 작용에 

요한 아연을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13]. 방사선으로 산화  손상을 입은 DNA가 

수복을 하는 과정에 수은을 처리함으로서 그 손상의 정도가 심하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세포에 미치는 수은과 방사선의 향, 수은 처리 ․후 방사선 조사 시 

을 함께 가해졌을 경우, 그 상호 작용에 해 알아보았다.  수은과 방사선의 단독처리 시 

DNA의 손상 정도에 비해 복합처리 시의 DNA 손상 정도가 2 - 4배 정도 확연히 높아짐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방사선 후 수은 처리군은 DNA 손상의 정도가 다른 처리군에 비하여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이미 기존의 보문에서 밝 진 바와 같이 수은의 DNA 수복에 련되어 

있는 Fpg protein에 미치는 향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미 방사선에 의해 산화  손상을 입

은 DNA의 수복 기작을 수은이 방해하여 좀더 높은 손상을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 로 수은뿐만 아니라 DNA 수복 기작에 향을 주는 다른 환경

오염성 속인 Cd (Ⅱ), Cu (Ⅱ), Pb (Ⅱ) 등과 방사선의 상호 작용에 한 연구도 이루어 

질 수 있을 거라 사료된다.

5.   요

   The mercury is among the most highly bioconcentrated toxic trace metals in many 

national and international agencies and organisations have targeted mercury for possible 

emission control. The mercury toxicity depends on its chemical form, among which 

alkylmercury compounds are the most toxic. A human cervix uteri cancer cell line H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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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s was employed to investingate the uptake of the toxic heavy metak mercury (Hg) 

and irradiation. In the in vitro  comet assays for the genotoxicity in the HeLa cells, the 

group of Hg treatment after the irradiation showed that more DNA breakage occurred in 

the other groups. The tail extent moment and olive tail moment of the control group 

were 4.88±1.00 and 3.50±0.52, respectively. The tail extent moment and olive tail moment 

of only Hg treatment group were 26.90±2.67 and 13.16±1.82, respectively. The tail extent 

moment and olive tail moment of the only 0.001, 0.005, 0.01 Hg group were 12.24±1.82,  

8.20±2.15, 20.30±1.30, 12.26±0.52, 40.65±2.94 and 20.38±1.49, respectively.  In the case of 

Hg treatment after the irradiation, the tail extent moment and olive tail moment of the 

0.001, 0.005, 0.01 Hg group were 56.50±3.93, 32.69±2.48, 62.03±5.14, 31.56±1.97, 72.72±3.70 

and 39.44±3.23, respectively. Our results showed that Hg induced DNA single-strand 

breaks or alkali labile sites using the single-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Comet assay. 

It is agreed the established treatises. The mercury operate the DNA repair inhibition. The 

bacterial formamidopyrimidine-DNA glycosylase (Fpg protein) is recognizes and removes 

some oxidative DNA base modifications. Enzyme inactivation by Hg (Ⅱ) may therefore 

be due either to interactions with cysteine residues outside the metal binding domain or 

to very high-affinity binding of Hg (Ⅱ) within the zinc finger not readily reverside by 

Zn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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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Effects of the Hg on the HeLa cells cultured for 2 hours in vitro  

Group optical density Cell viability(%)

control 1.8 ± 0.15 100 ± 8.45

1 μM Hg 0.3 ± 0.10 16.9 ± 5.61

0.1 μM Hg 0.4 ± 0.32 23.1 ± 17.71

0.01 μM Hg 1.2 ± 1.03 63.9 ± 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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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 Comet images of intact and DNA-damaged cells. A; intact cell, B; 

DNA damaged cell by 0.001 μM Hg, C; DNA damaged cell by 

0.005 μM Hg, D;  DNA damaged cell by 0.01 μM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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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2. The in vitro genotoxicity assays of only Hg treatment using comet assay of 

HeLa cell. extent tail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100, olive tail 

moment = (tail mean-head mean) × tail % DNA/100; tail extent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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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3. Comet images of intact and DNA-damaged cells by Hg treatment after the 

irradiation. A; intact cell, B; DNA-damaged cell by irradiation, C; DNA 

damaged cell by 0.001 μM Hg after the irradiation, D; DNA damaged cell by 

0.005 μM Hg after the irradiation, E;  DNA damaged cell by 0.01 μM Hg after 

the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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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4. The in vitro genotoxicity assays of Hg treatment after the irradiation using 

comet assay of HeLa cell. extent tail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 /100, 

olive tail moment = (tail mean-head mean) × tail% DNA/100; tail extent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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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5. Comet images of intact and DNA-damaged cells by the irradiation after Hg 

treatment. A; intact cell, B; DNA-damaged cell by irradiation, C; DNA damaged 

cell by the irradiation after 0.001 μM Hg, D; DNA damaged cell by the 

irradiation after 0.005 μM Hg, E; DNA damaged cell by the irradiation after 

0.01 μM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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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The in vitro genotoxicity assays of the irradiation after Hg treatment using 

comet assay of HeLa cell. extent tail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 /100, 

olive tail moment = (tail mean-head mean) × tail% DNA/100; tail extent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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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The in vitro genotoxicity assays of the irradiation and Hg treatment using 

comet assay of HeLa cell. extent tail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 /100, 

olive tail moment = (tail mean-head mean) × tail % DNA/100; tail extent 

moment = tail length * tail % DN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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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  방사선과 수은화합물 처리에 따른 고등동물내 기   

      기능에 미치는 향 분석 

        

1. 서  론 

   폭발 인 인구의 증가와 그에 따라 공업화․산업화의 결과로서 생태계는 계속 으로 오

염되고 있으며, 인류는 수많은 오염원에 노출되어 있다. 이  산업에 직  사용에 의한 결

과인 속의 오염은 토양뿐만 아니라 기와 수계에까지 리 확산되어 인간을 비롯한 생

물의 삶에도 향을 주고 있다.

   자연계에서 수은의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나며, 토양의 경우 약 10～150 ppb, 기 에 

0.01～0.02 ug/m
3
, 담수의 경우 평균 0.03 ppb, 해수에는 0.1 ppb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우리나라 논토양에서 자연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는 평균 0.09 ppm 이 다 

[8-1]. 수은을 통한 오염은 기 오염을 통한 빗물이나 강물의 오염 등으로 생물을 비롯한 

인간에서 향을  수 있으며, 수은을 포함한 천연연료의 연소, 자동차 매연, 쓰 기 소각, 

그리고 공업화와 산업화에 따른 방출에 의해 생태계는 지속 으로 오염되고 있다. 이러한 

수은에 한 독성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은에 화학  형상에 따라 다각

으로 근되고 있다. 무기수은, 메틸수은, 염화수은 등의 화학  분류에 따라 그 증상도 다

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로 신경장애, 신장  간 기능의 손상 등을 표 으로 일으킨다 

[8-2]. 호흡기로 흡수되는 수은 증기는 부분 체내에서 빠른 속도로 2가의 수은으로 산화되

어 청 알부민, 구의 헤모 로빈과 결합하게 되며, 그 분포  배설양식은 경구로 흡수

된 수은과 같게 된다. 그러나 일부는 속 수은 상태로 을 흐르다가 뇌 액 문을 통

과하게 되어 뇌에 치명 인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무기수은의 장 흡수율은 5% 정도로 낮

은 편이나 신에서의 생물학  반감기는 29～60일이며, 신장에서는 반감기가 더 길다 

[8-3]. 그러나 메틸수은의 경우는 장 흡수율이 90%이상이며 거의 부분 흡수되며, 흡수된 

메틸수은의 10%는 뇌에 축 된다고 알려져 있다 [8-4]. 이미 일본이나 이란에서는 수은에 

의한 오염이 인체로 달되어, 큰 문제를 일으킨 이 있다 [8-5].

   수은에 의한 동물 실험은 고농도의 독성학  근 주로 이루어져 다양하게 진행 되었

으나, 염화수은을 경구 투여 하 을 때 생쥐에서 반수치사량 (LD50) 농도는 30～35 mg/kg 

으로 환경 으로 인간이 일상 으로 하는 농도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8-2, 8-3, 8-6].

   반면 방사선과 련해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면역기 , 생식기 에 미치는 향 등 

다양한 근을 하고 있다 [8-7～8-9]. 이온화 방사선에 한 연구 자료를 토 로 하여 

속의 향을 비교하여 보고, 동시에 노출되었을 때 그 향이 어떻게 달라지는 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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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를 통해 각각의 노출이 가져올 수 있는 향을 정확히 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은의 환경오염이 증가되고 있는 시 에서 농도의 수은에 경구 노출되었을 경우에 한 

정확한 손상 정도 악과 이온화 방사선과의 손상에 한 수평 비교의 자료를 얻기 해서 

본 실험을 수행하 다.

2. 재료  방법

   가. 실험재료  처리

       생후 4주령의 수컷 F344 흰쥐 (Daehan Biolink, Umsung)를 사용하 다. 한국원자력

연구소 내의 사육실에서 고형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 한 상태로 10/14 시간 (명/암)의 조명 

조건 하에서 1주일간 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이온화 방사선 처리군은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감마선 발생장치 (Panoramic Irradiator, 

Atomic Energy of Canada Ltd.)를 이용하여 조사하 다 [8-10]. 조사선량은 선량-반응식을 

기 으로 단기간 내에 손상이 확인된 선량을 조사하 다 [8-11, 8-12]. 
60
Co 선원의 강도는 

약 150 TBq, Fricke dosimeter로 측정한 선량율은 12.82 Gy/hour이며 30분간 조사하 다. 

수은 처리군의 경우에는 음용수에 1 mg/kg의 농도로 염화수은(II)을 2주간 처리하 다. 2주

간의 처리 후 액과 조직을 채취 하여 항목별 평가를 수행하 다.

   나. 액내 주요 인자의 수  확인

       실험 동물 액을 채취하여 일반 액학 검사를 해서 항응고제 (EDTA, Sigma)를 

처리한 후 hemoglobin (Hb), hematocrit (HCT), red blood cell (RBC), WBC (white blood 

cell), Platelet, MCV (평균 구 용 ), MCH (평균 구 색소량),  MCHC (평균 

구 색소농도) 수 을 알아보았다. 각 세포계수기를 이용하여 검사하 다. 액내 일반 인 

화학 검사를 시행하여, total protein, albumin, A/G ratio, creatine, cholesterol, BUN (blood 

urea nitrogen), chloride, inorganic phosphorus, calcium, 그리고 청내 생화학  구성물인 

glutamic oxaloacetatic tra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alkaline phosphatase (ALP),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수 을 확인하 다. 검사는 각

각 ALT reagents (Bayer, USA)로 GOT와 GPT  분석에 사용하 고, LDH는 lactate 

dehydrogenase (P-L kit, Bayer, USA), ALP는 alkaline phosphate reagents (Bayer, USA)

를 사용하여 kinetic UV method와 enzymatic method 반응을 통해 ADVIA 1650 (Bayer, 

Japan)로 분석하 다 [8-13].

   다. 액내 cortisol 농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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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내 cortisol의 농도를 분석하기 해, 채  후 일부를 상온에서 30분간 응고 시

켰다. 직후 4℃에서 3,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청을 얻었다. 각 청  25 ㎕를 

취하여, 호르몬 정량을 수행하 다 (DSL system, US). 분석을 한 시료의 측정은 gamma 

counter (Wallac system, Finland)를 사용 하 다.

   라. Comet assay를 통한 세포 수 의 향 평가

       Comet assay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는 P. Grover et al.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 다 [8-14]. 처리 물질이 아닌 시험 과정에서의 DNA 손상을 최소화하기 

해 모든 과정은 어두운 조명 하에서 이루어 졌다. 채취한 액 100 ㎕와 1 % LMP (low 

melting point agarose) 100 ㎕를 혼합한 후 날 pre-coating해 놓은 slide glass에 떨어뜨

린 후 cover glass를 덮어 체 으로 퍼지게 한다. 4℃에서 20분간 굳힌 후 다시 200 ㎕의 

0.5 % LMP로 한 층을 덧입  4℃에서 굳힌다. 만들어진 slide는 4℃ lysing solution [2.5 M 

NaCl, 100 mM EDTA, 10 mM Tris (pH 10), 1% sodium sarcosinate, 사용 직 에 1 % 

Triton X-100과 10% DMSO를 혼합]에 담가 1시간 동안 cell lysis를 시킨다. 차가운 물로 

slide에 남은 용액을 제거한 후 4℃ Electrophoresis buffer (300 mM NaOH and 1 mM, 

EDTA pH 13) 에서 15분간 unwinding 시킨 후 26 V, 300 mA에서 40분간 기 동을 한

다. 기 동이 끝난 slide는 물로 씻어  후 400 mM Tris buffer (pH7.5)에서 15분간 성

화과정을 시행하며 3회 반복한다. 50 ㎕ EtBr (20 ㎕/ml)로 염색하여 CCD camera (Hitachi 

Denshi, Ltd., Japan)가 부착된 형 미경 (Olympus fluorescence microscope, Japan)에서 

200배율로 검경하고, Komet ver. 4.0 image analysis (Kinetic Imaging Ltd, Liverpool, UK)

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하 다. 한 slide 당 50개의 핵을 찰하여 통계분석 하 다.     

   마. Total RNA 추출

       정소, 신장의 total RNA를 추출하기 해 각 조직 0.1 g 당 Trizol (GibcoBRL) 용액

을 1 ml 넣고 homogenizer로 균질화 시켰다. 균질화 된 탁액에 0.2 ml의 chloroform을 넣

어 혼합시킨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2,000×g 로 15분간 4℃를 유지하면서 원심분리 하

다. 원심분리 후 핵산을 보유하고 있는 상층부의 무색 수용액을 취하여 동량의 

isopropanol로 침 시켰다. 하 20℃에서 12시간 침 시킨 후 12,000×g, 15분간 4℃에서 원

심분리 하 다. 상층액을 버린 후 pellets을 75% ethanol을 이용하여 세척하여 7,500×g, 5분

간 원심분리 하 다. 세척 과정을 2번 반복하 다. 세척 후 진공상태에서 10분간 건조시킨 

후 diethyl pyrocarbonate (DEPC, Sigma-Aldrich)를 처리한 증류수나 nuclease free water 

(Promega, USA)에 용해시켜, 55℃에서 20분간 녹인 후, 일부를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

여 RNA를 정량 하 다. 이 후 단계 수행까지 온 냉동고에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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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세포자연사 재 분자의 역 사 합효소 연쇄 반응

       세포자연사에 여하는 여러 분자들 에서 미토콘드리아에 련한 Bcl-2/Bax 분자

와 실질 인 세포자연사 실행자인 caspase 3 유 자 발  변화를 알아보기 해 역 사 

합효소 연쇄 반응 (reverse transcription -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수행하 다. 

역 사 반응을 통해 complementary DNA library를 만들기 해서 각각의 RNA 1 ㎍을 10 

pM oligodT 15 primer (Promega, USA), RNase inhibitor (40 U/㎕, Promega, USA), 2.5 

mM dNTP (Takara, Japan), AMV RT reaction buffer (5×, Promega, USA), AMV 

reverse-transcriptase (10 U/㎕, Promega, USA)를 포함하는 반응액 속에서 70분 동안 42℃

에서 반응시켰다 (Thermal cycler 480, Takara). 제조가 끝난 cDNA는 다음 PCR을 수행할 

때까지 -20℃에 보 하 다.

   RNA 추출  역 사가 제 로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해서 house keeping gene으

로 알려진 glyceraldehydes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를 먼  PCR로 증폭하 다. 

GAPDH의 forward primer sequence는 5'-CCC TCA AGA TTG TCA GCA ATG C-3', 

reverse primer sequence는 5'-GTC CTC AGT GTA GCC CAG GAT-3'을 제조하여 사용

하 고, PCR 산물의 크기는 410 bp 이다 [8-15]. Thin wall tube에 동일 양의 cDNA, 

MgCl2, 10X PCR buffer, dNTPs, 그리고 각각의 제조된 primer를 Taq DNA polymerase 

(QIAGEN, Germany)과 합반응 시켰다. PCR 반응 조건은 94℃에서 5분간 predenaturation 

시킨 후, 94℃에서 1분간 denaturation, 각 primer에 따라 58～62℃의 온도에서 30 ～1분간 

annealing, 72℃에서 1분간 extention을 총 28～35회 실시하 다. 마지막으로 72℃에서 5분간 

postelongation 시켜 충분히 PCR 산물을 얻어내어 기 동을 실시하기 까지 4℃에서 보

하 다.

   기 동은 6X loading dye를 7 ㎕의 PCR 산물과 혼합 후 2% agarose gel에 loading 하

여 100 V로 30분간 기 동 하 다. Ethidium bromide (EtBr)로 10분간 염색한 후 Image 

analyzer (VILER LOURMAT) 하에서 찰하고 촬 하 다. GAPDH의 발  양에 비례하여 

각 유 자의 발  양의 변화를 비교하 다. 각 반응은 3회 이상 수행하여 통계처리 하 다.

   사. Hematozylin-Eosin 염색을 이용한 주요 기 의 손상 악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 nick end labeling 방법에 의한 정소 

세정 내 세포자연사 정

         출한 정소는 조직학  실험을 해 10% NBF neutral buffered formalin (NBF) 

용액을 이용하여 고정하 으며, 30%에서 100% 알코올 과정을 거쳐 탈수하 다. Xylene으로 

알코올을 제거한 후 조직을 투명화하여 라핀 (Paraplast, Oxford)을 침투시켜 포매 하 다. 

완성된 블록은 박편 단기 (microtome, Leica 820)를 사용하여 5 ㎛ 편을 만들어 슬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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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말․건조하 다. 일차 인 형태  손상을 찰하기 해 hematoxylin-eosin (H-E) 염

색을 실시하여 Canada balsam (Sigma-Aldrich)으로 입하여 구표본을 제작하 다. 표본

들을 학 미경 (Olympus-BX 50)하에서 200배의 배율로 검경하여 각 기 의 형태학  손

상을 비교하 다.

   정소 세정 내 세포자연사를 방사선  염화수은 노출 실험군간 비교․평가하기 해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방법에 

의한  in situ  세포자연사 정 키트 Apoptaq (Immunotech, USA)을 사용하 다. 먼  5 ㎛

로 단한 편에서 xylene으로 라핀을 제거하고 알코올 과정을 거쳐 흐르는 물에 수세하

다. Proteinase K (20 ㎍/㎖)로 30분 동안 37℃에서 단백질을 제거한 다음 흐르는 물에 수

세하 다. 세포에 내재하는 내재성 효소를 제거하기 해 3% H2O2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흐르는 물에 5분간 세척하 다. 슬라이드를 인산 완충액 (PBS, pH 7.6)으로 처리 후, 

Apoptaq kit에 포함되어 있는 평형 완충액으로 10분간 더 처리하 다. 이후 37℃에서 60분

간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enzyme (TdT)을 첨가하여 반응 시켰다. 그 후 반

응을 단하기 해 반응 정지 완충액으로 상온에서 10분간 처리한 후, PBS로 3회 세척하

다. 그 후 anti-digoxigenin peroxidase로 37℃에서 30분간 처리한 후 다시 PBS로 세척하

고 3,3‘-diaminobenzidine (DAB, 0.1% in PBS)와 0.002% H2O2가 포함된 용액으로 10분간 

발색시켰다. 발색이 된 조직은 증류수로 세척하고 0.5% methyl green으로 10분간 조 염색

을 시행하 다. 그 후 알코올 처리  xylene 처리 후 Permount (Fisher Scientific Co.)로 

입하 다. 표본들을 학 미경 (Olympus-BX 50)하에서 200배의 배율로 검경하여 정소 

세정 내 세포자연사로 염색된 세포의 수와 분포 변화를 찰하 다.

   아. 통계학  분석

       통계학  유의성 검정은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 test)을 사용하 고, p 값

이 0.05 보다 작은 경우를 유의하다고 정하 다. 

3. 결과  고찰

   가. 실험군간 체   기  무게의 변화

       2주간 염화수은을 음용한 실험군과 방사선을 조사한 군의 체 을 비교 했을 때, 

조군 (144.6±1.27 g)에 비하여 방사선 조사군의 평균 체  (123.8±5.81 g)은 약 14.4% (20.8 

g) 감소하 고 염화수은의 음용군의 경우 (151.63±2.17 g)에는 조군에 비해 평균 체 이 

약 4.9% (7.04 g) 증가하 다 (Fig. 8-1). 

   간의 무게를 실험군간 비교해 보면 방사선을 신 조사한 실험군의 경우 (6.07±0.27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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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의 무게 (6.61±0.23 g)에 비해서 간의 무게가 평균 0.53 g (9.1%) 감소하 고, 염화수

은을 음용시킨 실험군 (6.83±0.11 g)에서는 간의 무게가 조군에 비해서 평균 0.23 g 

(3.5%)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Fig. 8-2).

   Fig. 8-3에는 신장의 무게를 방사선을 처리한 군과 염화수은을 처리한 경우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방사선을 신 조사한 경우의 신장의 무게 

(0.62±0.02 g)는 조군의 것 (0.65±0.03 g)에 비교 시 평균 무게가 0.021 g (3.3%) 감소하

고 염화수은을 처리한 실험군의 신장 무게 (0.77±0.01 g)는 조군과 비교 시 평균 무게가 

0.129 g (20.2%) 증가하 다 (p<0.05). 다른 기 의 무게 변화에 비해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

군의 무게 감소가 신장에서는 다른 기 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염화수은 처리의 실험

군내의 다른 기  무게 변화에 비해 신장의 무게 변화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무

게 변화를 통한 기 의 향도가 염화수은의 경우 신장에 특이 으로 향이 큰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방사선에 의한 직 인 향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 비장의 무게 변화를 실험군

간 비교하 다 (Fig. 8-4). 방사선을 신 조사한 실험군의 비장의 무게 (0.25±0.01 g)는 

조군의 것 (0.42±0.003 g) 비교 했을 때 41%의 평균 무게 감소 (약 0.173 g)를 보 다. 염화

수은을 처리한 실험군의 비장의 무게 (0.43±0.006 g)는 조군과 동일한 수치를 보 다 

(p<0.02). 방사선에 의한 특이  손상이 비장에 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염화수은에 

의한 향과는 상이 확연히 다름을 보여 다.

   정소의 무게에 한 실험군간 차이를 보면 방사선에 신 조사한 실험군의 경우 

(0.58±0.02 g)에는 평균 무게가 조군의 것 (0.86±0.02 g)과 비교 했을 때 33.3% 감소 (약 

0.28 g) 하 고, 염화수은을 처리한 실험군의 경우 (0.89±0.01 g)에는 평균 정소의 무게가 약 

3.3% 증가 하 으나 조군과 유사한 수 을 보 다.

   정소의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재어 Gerhard의 공식으로 정소의 용 을 산출하 다 

[8-12]. 정소의 무게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 으며, 방사선을 신 조사한 경우의 정소 부피 

(653.8±31.01 ㎕)는 조군의 평균 정소 용  (912.9±21.25 ㎕)은 약 29.4% 감소하 다. 염화

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의 평균 정소 용  (955.01±23.17 ㎕)은 조군의 평균 용 에 비해 

4.6% 증가하 다. 외부 자극이나 생체 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생식소의 경우에 방사

선 신 조사에 따른 무게  용 의 감소가 하게 나타났으나, 염화수은의 음용에 따른 

정소의 무게  용 의 변화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나. 액학  지표를 이용한 손상 평가

       각 실험군에 따라 신진 사의 변화, 조  조직 등의 손상에 따른 액학  지표의 

평가를 해서 액학  분석을 시행하 다. Table 8-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방사선을 조사

한 군에서 총 단백질량 (total protein)의 경우 조군의 평균 수  (5.76±0.13 ㎎/㎗)보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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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감소 (5.12±0.07 ㎎/㎗) 하 다. 수은을 처리한 경우에도 약 6%의 감소를 보 다. 총 단

백질량의 감소는 간경변이나 신부 증과 련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두 실험군의 경우 

조군보다 수 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Albumin의 감소도 간질환과 신증후군에 나타나

는 증상 [8-16]으로 방사선 조사군 (2.42±0.08 ㎎/㎗)과 염화수은 음용군 (2.4±0.02 ㎎/㎗)는 

모두 조군의 평균 수치 (2.76±0.08 ㎎/㎗)에 비교 시 각각 12.3%과 13.1%의 감소를 보

다. A/G ratio의 수치는 albumin의 감소로 방사선 조사군의 경우에는 조군보다 상승되는 

결과가 나타났고, 염화수은 음용군에서는 감마 로불린의 증가에 따라 조군 (1.03±0.06)보

다 낮은 수  (0.83±0.03)으로 떨어졌다. Creatine 농도는 조군 (0.46±0.13 ㎎/㎗)과 방사선 

조사군 (0.45±0.03 ㎎/㎗)은 유사한 수치를 보 고 염화수은 처리군 (0.4±0.01 ㎎/㎗)의 경우

에만 13% 감소를 보 다.

   지질 양 사와 련한 항목  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경우에 방사선 조사군은 

triglyceride가 조군 (148.3±2.9 ㎎/㎗)에 비해 방사선 조사군 (104.3±1.4 ㎎/㎗)의 경우가 

약 30% 감소하 고, cholesterol의 경우에도 조군 (63±2.08 ㎎/㎗)의 평균치와 비교 시 

58.5±0.74 ㎎/㎗의 수치로 약 8% 감소하 다. 이것은 방사선 조사군에서 한 간 증장애

가 발생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다 [8-13, 8-16]. 염화수은 음용군의 경우에는 cholesterol의 

수치는 조군과 유의한 차이 (61.3±4.9 ㎎/㎗)를 보이지 않았으나, triglyceride의 경우에는 

조군 (148.3±2.9 ㎎/㎗)에 비교 했을 때 약 48.5% (78±5.03 ㎎/㎗) 감소를 확인하 다. Cl, 

P, Ca 등의 경우에는 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방사선은 조 조직의 손상을 일으켜 골수  면역 기능을 하시키고 백 구 감소, 출 , 

빈 , 기타 감염의 증가를 유발시키게 된다. 이로 인한 2차 인 부작용 유발로 생명체는 회

복 불가능한 결과를 래하게 된다. 수은의 음용에 의한 조 조직의 손상을 방사선과 비교

하여 분석한 결과가 Table 8-2에 정리되어 있다.

   먼  구의 경우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 (4.45±0.18 ×10
6
/㎕)에는 조군의 평균 수치 

(7.37±0.18 ×10
6
/㎕)과 비교 시 약 40%의 감소가 확인되었고, 염화수은을 2주간 음용한 실험

군 (10.53±0.08 ×10
6
/㎕)에서는 방사선 조사군과 달리 42.8%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 

구의 이상 증가는 탈수나 충격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이나 이 실험군의 경우는 부신부

증과 련한 결과로 사료된다. 백 구의 경우에는 방사선을 조사한 군 (0.58±0.03 ×10
3
/㎕)

이 조군의 평균 수치 (5.08±0.42 ×10
3
/㎕)에 비교한 경우 히 낮은 11% 정도의 수 을 

보 다.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의 경우 (3.29±0.08 ×10
3
/㎕)에도 약 36% 감소를 확인하

다. 백 구의 수치는 일반 으로 회복불가성 빈  등의 악성 빈 의 경우 나타나는 증상

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선 신 조사에 따른 백 구 증가와 비교 했을 때, 염화수은을 농도

로 음용시킨 실험동물에서도 백 구 감소가 나타난 것은 특이 인 결과이다.

   액 응고와 련되는 소  (platelet)의 수치는 조군의 수  (861±6.5 ×10
3
/㎕)에 비

해 방사선 조사군의 수치 (235.7±12.3 ×10
3
/㎕)가 약 73% 감소된 것을 확인하 다. 염화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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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군의 경우 (945.3±20 ×10
3
/㎕)는 조군의 경우보다 7.7% 증가된 수 을 보 다. 헤모

로빈 (Hb), 구 용 치 (hematocrit) 등의 평가 항목에서도 방사선 조사군은 조군의 수

치와 비교 평가시 유의하지는 않으나 낮은 수치를 보 고, 염화수은 음용군의 경우에는 

조군과 유사한 수 을 유지하 다.

   Transaminase는 amino acids와 Alpha-Keto acid와의 아미노기 이를 매하는 효소로 

다수의 종류가 있으나 액학  평가 시 주요하게 보는 종류로는 GOT (glutamic 

oxaloacetatic transaminase)와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가 있다. GOT는 심근, 

간, 뇌 등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며 골격근, 신장 등에도 다량 포함되어 있다. 이것에 비해 

GPT의 농도는 일반 으로는 낮은 수 으로, 생체내 GPT를 가장 많이 함유한 간의 경우에

도 GOT의 약 3분의 1 정도이고, 그 밖에 심근과 골격근의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17]. 청 GOT와 GPT 활성치의 상승은 간, 담도질환, 특히 성 간염의 경우에 

히 상승하고 GOT는 심근경색의 경우 증가하여 이를 평가하는 유력한 지표가 될 수 있다 

[8-13, 8-17]. Fig. 8-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방사선 조사군의 경우는 조군의 평균 수치 

(151.4±11.81 U/ℓ)와 비교 했을 때 청내 GOT의 경우는 약 63.8% 상승 (248±12.42 U/ℓ) 

하 고,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에서는 청 GOT가 117±10.4 U/ℓ로 22.8% 감소하

다. 반면 청내 GPT의 경우에는 조군 (50±1.77 U/ℓ)과 염화수은 음용군은 동일한 수  

(49±1.05 U/ℓ)을 보 으나 방사선 조사군의 경우 (65±9.64 U/ℓ)는 조군의 평균치보다 

30% 상승한 값을 보 다. 음용시킨 염화수은을 처리한 실험군보다 방사선을 조사시킨 실험

군에서 간 손상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DH는 lactate dehydronase라는 기 조건하에서 에 지 생산을 한 당분해 과정의 마

지막 단계에 작용하는 효소이다 [8-18]. 이 LDH는 간, 근육, 골격, 뇌, 신장, 구, 심장 등

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장기에 염증이 있을 때에는 LDH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

다. ALP (alkaline phosphatase)의 경우에도 신체 각 조직 에 존재하면서 주로 유기모노인

산에스터를 수해하는 효소로, 특히 신장 (근 뇨세 ), 소장 ( 막상피), 골아세포, 태반, 간 

(모세담 ), 유선 등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며 세포막에 존재해서 막을 통하는 인산의 달 

수송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청  ALP 활성 증 는 주로 골 형성이 왕성한 시

기일 경우에는 골질환, 간, 담도질환 (폐쇄성 황달), 임신, 악성종양 때 찰된다 [8-18, 

8-19]. 

   Fig. 8-10은 청내 활성을 측정한 효소들을 각각의 조군 평균 수치에 비교하여 조

군의 값을 100으로 환산 했을 때 각 실험군의 각 효소 활성량을 보여 다. LDH 효소의 경

우가 두 실험군에서 모두 조군의 평균 수치 (3051.4±442  U/ℓ)에 비교 시 방사선을 조사

한 실험군의 경우 (1089±391  U/ℓ)에는 약 64% 감소하 고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의 

경우 (1207±262  U/ℓ)에도 약 61% 감소하 다.

   ALP의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군 (466.7±23.98  U/ℓ)과 조군 (500.8±13.05  U/ℓ)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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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수치를 보 고, 염화수은 처리군의 경우 (577.6±26.35  U/ℓ)에는 약 15.3 증가를 보

다.

   다. 청내 cortisol 농도 분석

       Cortisol (hydrocortisone)은 당류피질 호르몬의 표 인 것으로, 주 기능은 지방과 

단백질로부터 당질로의 환 작용, 즉 gluconeogenesis에 여 한다. 감염, 손상, 스트 스에 

의해서 빠르게 증가하는 호르몬으로 스트 스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한다 [8-20]. Cortisol이 

과잉 분비될 경우 체내 단백질의 괴와 지방의 재배열로 근무력증, 피부 결합조직 괴, 복

부, 얼굴, 어깨 뒤에 체내 지방이 주로 축 되고 얼굴과 몸통이 비 해지고 골다공증, 여드

름, 다모증, 우울증, 정신이상  당뇨와 고 압이 되는 쿠싱 증후군 (Cushing's syndrome)

이 일어나게 된다 [8-21]. 한 cortisol의 분비가 하되었을 때는 부신 피질의 괴로 에디

슨병 (Addison's disease)이 발병하게 된다 [8-22]. 이 실험에서의 조군의 평균 농도에 비

교 시 방사선 조사군은 약 14.5% 증가하고 염화수은 음용군은 약 8.1% 증가한다. 부신피질

의 손상에 의한 cortisol 농도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라. 조직학  변화 찰

       간은 소화  (digestive tract)에서 흡수한 양분을 몸의 다른 부분에서 이용할 수 

있게 가공 (processing) 해 주는 기 이다. 간은 체내 기   피부 다음으로 가장 큰 기

으로 분비샘 에서도 가장 크다. 간에 공 되는 액의 부분 (70～80%)은 문맥 (portal 

vein)을 통해 들어오며 일부는 간동맥 (hepatic artery)에서 공 된다. 주로 립 을 따라 

운반되는 복합지질 (complex lipid, 유미입자 chylomicron)을 제외한 장에서 흡수된 모든 물

질은 문맥을 통해 간으로 운반된다. 순환기 계통상에서 간의 치는 사물질 (metabolite)을 

변형, 축 하고, 독성물질 (toxic substance)을 화 (neutralization), 제거 (elimination)하기

에 최 의 장소로 기능한다. 간의 세포는 느린 속도로 교체되는 기 이지만 재생 

(regeneration) 능력은 매우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흰쥐의 경우는 간의 75%가 소실된 

경우에도 한 달 후에는 정상 상태로 재생된다 [8-23].

   이 실험에서 실험군간 간의 조직학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으나, 액학  손상 평가 

결과 방사선 조사군에서 청 내 GOT, GPT 등의 청 내 효소 수치의 이상 변동은 기능  

손상을 보 다.

   비뇨기 계통 (urinary system)은 신장, 요 , 방 , 요도로 구성되며, 소변을 생성․배출 

시킴으로써 체내 항상성 (homeostasis)을 유지시키며, 소변을 통해 각종 사산물들을 제거

시킨다 [8-24]. 신장은 한 체액과 해질의 균형 (electrolyte balance)을 조 해 주며 압

의 조 에 여하는 renin과 구의 생성을 자극시키는 erythropoietin이라는 호르몬도 생

성한다. 신장은 바깥쪽의 치하는 피질 (cortex)과 안쪽에 수질 (medulla)로 나뉘며, 각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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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1～4백만개의 신원 (nephron)으로 구성된다. 각 신원은 팽 된 부분인 신장소체 (renal 

corpuscle)와 근 곱슬세  (proximal convoluted tubule), 헨 고리 (loop of Henle, 신원고

리), 원 곱슬세  (distal convoluted tubule)로 구성되어 있다. 각 신장소체는 직경이 약 

200 ㎛이며 모세 의 집합체인 사구체 (glomerulus)가 이 벽이 있는 상피성 피막인 보우

만 주머니 (Bowman's capsule, 사구체주머니)에 둘러싸여 있는 구조이다. 보우만 주머니의 

두 층 사이에는 요세  공간 (urinary space)이 있으며 이곳은 모세  벽과 내벽을 통해 

여과된 액체를 받아들인다 [8-25, 8-26].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의 요세  공간은 매우 확장된 양상을 보 고, 솔모양 가장자리 

(brush border)의 내부가 방사선을 조사한 군과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에서 원형의 뚫

림을 확인하 다 [8-27, 8-28]. 솔모양 가장자리 (brush border)내의 미세융모가 손상된 것으

로 보이며,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에서 더욱 빈번히 찰 할 수 있었다 (Fig. 8-13).

   비장 (spleen)은 생체에서 림 조직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기 으로 포식세포 

(phagocytic cell)가 풍부하며 순환하는 액이 이 세포들과 하게 연 되어 있기 때문에, 

비장은 액은 액으로 침투해 들어온 미생물을 방어하는 기능과 구를 괴하는 기능

을 수행한다 [8-29, 8-30]. 다른 림 기 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장에서도 활성화된 림 구 

(activated lymphocyte)를 생성하며, 이 세포는 액으로 들어가게 된다. 비장은 액 내에 

있는 항원에 해 직  반응하게 되므로 요한 항체형성기  (antibody-forming organ)이

다. 조직학 으로 비장은 림 소  (lymphatic nodule)이 색수질 (red pulp)에 의해 둘러싸

여 있다. 심 동맥을 둘러싸고 있는 림 구는 주로 T 림 구이며, 이들이 림 성 동맥주

집 (periarterial lymphatic sheath, PALS)를 형성한다 [8-31, 8-32]. 림 소 은 주로 B 림

구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 각 실험군의 비장을 H-E 염색을 통해 미경으로 찰한 결과, 조군에서 

비해서 PALS가 방사선 조사한 경우 역이 감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염화수은을 음

용시킨 군에서도 방사선 조사군의 경우보다는 PALS가 크나 [8-33], 조군에 비해서는 감

소된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8-14).

   생식소는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 으로 정소는 호르몬과 정원세포를 생산하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며 백색막 (tunica albuginea)라고 하는 두꺼운 아교 섬유성 결합조직 피

막에 싸여 있다. 고환종격에서 섬유성 격 (fibrous septa)이 나와 이것을 약 250개의 피라

미드 모양의 고환소엽 (testicular lobule)으로 나뉜다. 각 수엽에는 1-4개의 정세  

(seminiferous tubule)이 , 림 , 신경  간질세포 (interstitial cell, Leydig cell)가 풍

부한 성긴 결합조직 그물 속에 들어 있다[8-34～8-36]. 

   본 실험에서 정소 정세 의 직경 감소와 세정  내부  손상이 명확하게 찰 되었다. 

방사선을 처리한 실험동물의 정세 은 정세  직경 감소와 정세 내 간질부 에 방울 

(droplet) 모양의 결손이 확인 되었다.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동물의 정세 은 정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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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  정세 내 간질 부 가 방사선 조사군의 경우보다 더 큰 손상을 확인하 다 (Fig. 

8-15).

   정소내 세포자연사 유발 정도에 한 실험군 차이를 알아보고자, 포매 해 둔 정소 조직

을 이용하여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 nick end labeling 

(TUNEL)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하 다 (Fig. 8-16). 세포자연사가 유발된 세포는 갈색으로 

염색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8-37], 조군에 비해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의 경우에는 한 세

정 에서 1～16개에 염색된 세포를 찰하 고,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경우에는 방사선을 조

사한 실험군보다는 낮게 찰되어 세정  1～5개가 존재하 다. 염화수은의 경우는 방사선

을 조사한 실험동물에 비해 세포자연사 감소를 확인하 다.

   마. 역 사 합효소 반응을 이용한 신장 내 신호 달 물질 변화 양상

        신장에서 RT-PCR을 이용하여 세포자연사의 여하는 분자의 mRNA 발 량을 비

교하 다 (Fig. 8-17). 세포내 미토콘드리아를 매개한 세포자연사를 장․ 재하는 bcl 2 

family의 두 분자와 실질 인 세포자연사 신호의 핵 내 활동자인 caspase 3의 발 을 비교

하 다 [8-38, 8-39].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bax와 bcl 2 발  보두 증가하 으나 

caspase 3의 발 은 조군보다 감소하 다. 앞의 두 분자의 mRNA 증가가 있더라도 연결

된 caspase 3의 발  증가시에 세포자연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bax와 

bcl 2의 발  증가는 세포내 다른 기 에 의해 상쇄된 것으로 사료된다. 염화수은을 음용시

킨 실험군에서는 bax의 증가만 있을 뿐, 다른 두 분자의 발 은 조군 이하의 수 이 다 

[8-40]. 신장에서의 세포자연사와 련된 분자의 mRNA 발 은 caspase 3의 실질  발 이 

증가하지 않아 신호 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 형성에 여하는 

VEGF와 그 수용체의 발  증가가 death signal을 해한 것으로 사료된다 [8-41].

   VEGF는 growth factor의 한 종류로서 신체 기  내 신 형성 (neovascularization)과 

생성 (angiogenesis)을 조 하여, 발생단계나 손상된 부 의 cellular network remodeling

을 장하게 된다 [8-42, 8-43]. 따라서 VEGF의 발 량  그 수용체의 발 량을 조사하는 

것은 상 기 의 손상여부  재생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FLK-1의 

경우에는 사구체 상피세포 (glomerular endothelial cell)에 특이 으로 존재하는 VEGF 수용

체로서 [8-44], 이 실험에서는 조군과 방사선 조사군에 비해 50% 이상 유의한 발  증가

를 보 다 (Fig. 8-18).

   FLT-1의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군과 염화수은 처리군 모두 증가를 보 으나, 방사선 조

사군의 경우가 염화수은 음용군에 비해 증가폭이 컸다. FLT-4의 경우에는 방사선 조사군은 

조군과 동일한 수 을 보인 반면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의 경우에는 약 40% 발  

감소를 보 다.

   이 분자들의 발  차이는 방사선 조사와 염화수은 음용의 신장내 손상의 차이를 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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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여주는 것으로, FLK-1과 FLT-4의 발 이 두 실험군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결과 으로 염화수은의 주 상기 으로 사료되는 신장에서 방사선과는 다

른 양상의 손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바. 액내 림 구에 미치는 단세포 유  독성 연구

       방사선과 염화수은의 생체 내 유  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다른 실험과는 설계를 

달리하여 염화수은의 경우에는 고농도의 염화 수은을 5일간 음용시킨 후 방사선 조사를 함

께 처리한 실험군과 각각 염화수은  방사선 조사만을 시행한 실험군과 유  독성을 comet 

assay를 통해 분석하 다. 1984년에 Ostling과 Johanson에 의해서 처음 소개된 comet assay

는 각각의 세포에서 DNA 손상을 직  가시화하는 기 동 방법이다 [8-45]. 결과를 표시

하는 tail moments는 얻어진 혜성모양의 DNA 상으로부터 측정한 head, tail 그리고 단된 

DNA 조각의 형 염색의 도 등을 감안한 값으로, 단순 측정된 tail length만을 사용할 경

우에 나타날 수 있는  DNA 분자상에 유발된 실제 손상의 확  해석을 보완 시켜 다 

[8-46].  

   방사선 단독 처리군의 tail moment의 값은 5.103으로 조군의 2.600과 비교하여 2배정도

의 손상 정도를 보 다. 반면, 염화수은을 단독 처리군의 tail moment의 값은 2.785로 조

군의 값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은 처리 후 방사선 조사군에서는 tail moment

의 값이 7.112로 가장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생체 내에 축척되어 있는 수은이 방사

선으로 인한 산화  손상을 입은 DNA의 수복 능력을 히 떨어뜨리는 것이 원인으로 보

인다 (Fig. 8-19). 이러한 상은 손상되고 깨어진 DNA base를 환하여 DNA를 수복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Fpg protein (the bacterial formamidopyrimidine - 

DNA glycosylase)이라는 효소의 활성에 수은이 향을 주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8-47].  

4.  결  론

   속에 한 환경오염이 증하는 시 에서 농도의 염화수은을 흰쥐에 경구 투여 했

을 때 나타나는 향을 이온화 방사선의 향과 비교․평가하 다. 2주간의 체 의 변화를 

비교 했을 때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는 약 14.5%의 감소를 보인 반면 염화수은을 음용

시킨 실험군에서는 4.9% 증가를 보 다. 각 기 의 무게를 실험군 별로 비교한 결과는 비장

과 정소의 무게는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고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에서는 신장의 무게가 20% 이상 유의하게 증가하여 다른 양상을 보 다. 부신수질호

르몬인 cortisol (hydrocortisone)의 농도는 두 실험군에서 모두 증가하 으나, 증가폭은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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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조사한 실험군이 훨씬 컸다.

   액 분석 결과에서는 방사선을 조사한 실험군에서는 신 조사에 따른 간의 손상을 확

인 할 수 있었으며, 염화수은 음용 실험군과는 A/G ratio와 triglyceride의 수치가 방사선 조

사군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 두 손상원에 따른 차이를 보 다. 구의 수치는 방사선에 의

한 조  조직의 손상에 따라 방사선 조사군에서는 약 40% 감소를 보인 반면, 염화수은 음용 

실험군에서는 42.8% 증가를 보 다. 구의 증가는 탈수나 충격 등으로 증가 할 수 있으

나 본 실험에서는 부신부 증과 련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백 구의 수치는 염화수

은 음용 실험군에서도 방사선 조사군과 같이 감소하는 특이한 수치를 보 다. 기타의 다른 

액학  평가 항목에서는 방사선 조사군의 경우는 소  하, 헤모 로빈 수치 하 등

의 손상을 나타냈으나 염화수은을 음용시킨 실험군에서는 조군과 유사한 수치를 보 다.

   조직학  실험 결과에서도 방사선 조사군은 정소 세정 의 축소․ 괴 등 비장  정소

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염화수은 음용군의 경우에는 정소 세정 내 손상과 신장 이상 

등을 확인하 고, 정소 세정 내 이상을 악하기 해 세포자연사를 in situ로 확인할 결과 

방사선 조사군에서 세포자연사에 여하는 세포의 수의 반 이하에 해당하는 양의 세포가 

TUNEL 염색이 되는 것을 확인하 다. 이것으로 염화수은 신장 조직 뿐만 아니라 정소내의 

세포자연사를 유도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신장의 이상을 악하기 해 세포자연사

를 매개하는 주요 분자의 mRNA 발  양상과 신장 손상의 지표로서 이용될 수 있는 VEGF 

수용체의 mRNA 발  양상을 비교하 다. 신장에서의 bax와 bcl 2는 증가를 하 으나 실질

인 행동자인 caspase 3는 조군과 유사한 발 을 보 다. 반면 VEGF 수용체의 세 종류 

 2 종류는 특이 인 발  향상을 보 다. 신 형성과 련되는 VEGF  그 수용체의 증

가에 따른 신호 달이 세포자연사의 신호를 매개하는 bcl 2 family의 활성을 해시킨 것으

로 사료되고, VEGF 수용체의 증가는 염화수은 음용군의 신장의 손상을 의미하여 방사선 조

사 실험군과의 차이를 보 다.

   액  림 구의 DNA 손상을 악하기 한 Comet assay 결과는 염화수은만을 단독

처리한 경우에 찰되지 않던 손상이 방사선을 조사했을 경우에는 방사선만을 단독 조사한 

실험군에서 나타나는 수치에 비해 그 손상의 폭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 방사선 신 조사에 따른 손상에 의한 비장과 정소의 손상은 염

화수은을 2주간 음용 시킨 실험군에서는 미비하게 나타났으며, 염화수은 실험군의 경우에는 

신장의 손상일 타기 의 손상보다 뚜렷이 나타나 그 손상원에 한 주 상기 이 다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한 Comet assay 결과에서 보았듯이, 방사선 조사나 속 노출 등의 

단독 향보다는 두 손상원에 동시 노출 되었을 때 그 손상폭이 단독 노출의 경우보다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생태계와 주변 환경에 다인자 오염원에 노출 을 때의 

경우의 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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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

   Heavy metals such as lead, cadmiun, and mercury were affected to the ecosystem 

and they can access and concentrate to toxic levels in organism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o the effect of mercury chloride (II) and gamma radiation using 
60
Co 

source in F344 rats.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Two weeks after whole body irradiation, organs were collected for 

measuring the induced injury. The hematological values (red blood cell, white blood cell, 

hemoglobin, hematocrit, etc.), serum biochemical constituents (total protein, GOT, GPT, 

ALP, LDH, BUN, creatinine, glucose, cholesterol, triglycerides, etc.) were checked and the 

organs (liver, kidney, testis, spleen) were weighed. Body weights and spleen and testis 

indices of irradiated group de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However, the body weight and kidney weight of mercury chloride-exposed group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The results of hematological 

assay showed the distinctive damage in irradiated and mercury chloride-exposed groups. 

Quantity of apoptotic cells in seminiferous tubule of testis was confirmed twofold 

elevation by TUNEL staining in irradiated group compared with mercury 

chloride-exposed groups. The expression of the VEGF receptors (FLT-1, FLT-4, and 

FLK-1) increased in kidney of the mercury chloride-exposed groups compared with 

those of the other. Assessment of DNA damage using Comet assay showed complex 

exposure of radiation and mercury chloride bring about a higher impairment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howed the differences of target organ and damage caused by 

irradiation and mercury chloride and synchronous exposure will cause the serious 

damage in living org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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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 Comparison of the body weight (g) of the experimental groups.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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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2. Comparison of the liver weight (g) of the experimental groups.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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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3. Comparison of the kidney weight (g) of the experimental groups. Irradiat 

g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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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4. Comparison of the spleen weight (g) of the experimental groups.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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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5. Comparison of the testis weight (g) of the experimental groups.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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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6. Comparison of the testis volume (㎕) of the experimental groups.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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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1. Effect of gamma radiation and mercury chloride on the level of 

hematological factors of F344 rats irradiated with 6.5 Gy or mercury chloride 

(1 mg/kg) exposed
†

control radiation mercury

Total protein 5.76 ± 0.13 5.12 ± 0.07 5.46 ± 0.03

Albumin 2.76 ± 0.08 2.42 ±0.08 2.4 ± 0.02

A/G ratio 1.03 ± 0.06 1.05 ± 0.10 0.83 ± 0.03

Creatine 0.46 ± 0.13 0.45 ± 0.03 0.4 ± 0.01

BUN 20.96 ± 0.99 23.3 ± 0.78 17.4 ± 0.46

Glucose 155 ± 20.5 188 ± 35.7 172.6 ± 9.2

TG 148.3 ± 2.9 104.3 ± 1.4 78 ± 5.03

Cholesterol 63 ± 2.08 58.5 ± 0.74 61.3 ±4.9

Ca 10.8 ± 0.5 10.9 ± 0.3 10.2 ± 0.05

Cl (nmol/day) 102.6 ±0.88 106.3 ± 0.28 102.6 ± 0.66

P 13.3 ± 0.05 11.13 ± 0.29 10.53 ± 0.08

Neutrophil Seg. 24.3 ± 5.17 15.0 ± 1.41 23.6 ± 5.53

Lymphocyte 70 ± 5.13 79.75 ± 0.55 71.6 ± 6.8

Monocyte 5 ± 1.52 5.25 ± 1.51 4.66 ± 0.66

†
, All values expressed as means ± SEM (n = 5 in each group).

The values are expressed in terms of mg/dL units except the mentioned item.

Abbreviations; A/G ratio, albumin/gamma glubulin ratio; BUN, blood urea nitrogen; TG, triglyceride; Ca, 

calcium;  Cl, chloride; P, inorganic phospho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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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2. Effect of gamma radiation and mercury chloride on the level of 

hematological factors of F344 rats irradiated with 6.5 Gy or mercury 

chloride (1 mg/kg) exposed
†

control radiation mercury

RBC (x10
6
/㎕)‡ 7.37 ± 0.18 4.45 ±0.18 10.53 ±0.08

WBC (x10
3
/㎕) 5.08 ± 0.42 0.58 ± 0.03 3.29 ± 0.08

Platelet (x10
3
/㎕) 861 ± 6.5 235.7 ±12.3 945.3 ± 20

HCT (%) 48.33 ±1.6 30.5 ± 1.5 44.6 ± 0.6

Hb (g/dL) 13.83 ± 0.46 8.93 ± 0.51 13.63 ±0.4

MCV (fL) 65.6 ± 0.88 68.3 ±0.98 61 ± 1.0

MCH (pg) 18.6 ± 0.33 20 ±0.47 18.66 ± 0.33

MCHC (%) 26.66 ± 0.33 29.5 ±0.13 30.33 ± 0.66

†, All values expressed as means ± SEM (n = 5 in each group).

‡, A parenthesized passage indicated the unit of each item.

Abbreviations; RBC, red blood cell count; WBC, white blood cell count; HCT, hematocrit HB, hemoglobin; 

MCV, mean corpuscular hemoglobin; MCV, mean corpuscular volume; MCHC, mean corpuscular 

hemoglobin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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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7. The counting of red blood cell (RBC) and white blood cell (WBC) in 

EDTA-blood.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 p<0.05; **, p<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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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8. Measurement of hemoglobin (Hb, g/dL) and hematocrit (HCT, %) in 

EDTA-blood.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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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9. Measurements of serum GOT (glutamic oxaloacetatic transaminase) and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using ADVIA 1650 analyzer in experimental rat.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HgCl2)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 ± SEM (n=5). *,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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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0. Ratio of 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alkaline phosphatase (ALP),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 was measured by using the automatic analyzer (ADVIA 1650, Bayer)  in 

experimental group. a, p<0.02,  and  b,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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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1. Changed levels of cortisol (hydrocortisone) in serum of experimental animals.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Data represented as mean±SEM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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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2. Photomicrographs of section of F344 rat liver in experimental group.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The slide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Scale bar is 100 μ

m. Arrow, hepatocytes, and open arrow, blood ve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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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3. Photomicrographs of section of cortex part of F344 rat kidney in experimental 

group.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Scale bar is 100  μm. The             

slide stained by H-E. Arrow, glomerulus open arrow, brush border; star, 

bowman's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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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4. Photomicrographs of section of F344 rat spleen in experimental group.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Scale bar is 100 ㎛. The slide stained with H-E. Arrow, 

central artery; open arrow, trabecula; star, white pulp area (PALS, periarterial 

lymphatic sh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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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5. Photomicrographs of section (6 ㎛) of F344 rat testes in experimental group. 

Irradiated groups were exposed to gamma irradiation using a 
60
Co source     

with a total dose of 6.5 Gy, and a dose rate of 12.8 Gy/hr. In mercury-treated 

groups, a daily dosage of 1 mg/kg of mercury chloride administered to F344 

rats for 14 days. Scale bar is 100 um. The slide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H-E). Arrow, mature spermatids; open arrow, spermatocytes; star, 

spermatogo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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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6. In situ detection of apoptotic cells on the seminoferous tubules of the  

experimental animals. Paraffin-embedded tissues were sectioned with the  

thickness of 5 ㎛, The sections were 3'-end labeled with digoxigenin-dUTP  

using terminal trasferase to identify apoptotic cells. The counter staining  was 

done by methyl green. Incorporated digoxigenin-dUTP was detected by 

digoxigenin antibodies conjugated with peroxidase. Brown colored cells (red 

arrow) were presented an apoptotic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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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7. Electrophoretogram and arbitrary ratio (%) of RT-PCR products for bax, 

bcl 2, caspase 3 mRNA in kidney of the experimental groups. PCR 

products were electrophoresed with Et-Br on 2% agarose gel. The bands 

were observed and photographed under UV-transillu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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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8. Electrophoretogram and arbitrary ratio (%) of RT-PCR products for  

receptors of vascular epithelium growth factor (VEGF) in kidney of the  

experimental groups. PCR products were electrophoresed with Et-Br on  

2% agarose gel. The bands were observed and photographed under 

UV-transillumin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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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19. The in vivo genotoxicity assays against irradiation and/or mercury chloride 

using comet assay of rat lymphocytes; olive tail moment = (tail mean - head 

mean) * tail % DN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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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방사선민감 돌연변이 세포와 야생형 세포의 LHR kinetics

        (LHR kinetics in wild-type and radiosensitive mutant cells exposed to 

low- and high-LET radiations) 

1. Introduction

   According to the classical radiobiological conceptions, the relative biological 

effectiveness (RBE) of densely ionizing particles is determined only by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ionizing radiation. It is presently widely accepted that the RBE of 

ionizing radiation with a high linear energy transfer (LET) is dependent both on the 

increased probability of primary damage production (physical events) and the reduced 

ability of a cell for post-irradiation recovery (biological events). A relatively unexpected 

role of the specific repair pathways in the RBE of high-LET radiation was demonstrated 

for bacterial [9-1, 9-2], yeast [9-3, 9-4] and mammalian cells [9-5, 9-6]. It seems to 

exist a common agreement that high-LET radiations produce more portion of damage 

that are considered to be irreversible [9-7～9-10] compared with low-LET radiation such 

as photons.

Cellular recovery and repair of radiation-induced DNA double-strand breaks (DSB) 

could be also dependent upon radiation quality. Studies concerning the rate of the 

recovery from radiation damage produced with low- and high-LET radiations in cells of 

various origins on the macromolecular and survival level have also revealed that in 

general at a high ionization density, the recovery processes may be reduced or even 

absent [9-3, 9-4, 9-11～9-14]. This is especially the case for the recovery from 

potentially lethal radiation damage which was observed in irradiated yeast and 

mammalian cells and which became apparent by an increase in the survival fraction 

when the irradiated cells were kept under non growth conditions. It was shown that in 

diploid cells of the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the cellular recovery [9-3] and the 

rejoining of DSB slows down with increasing LET [9-13]. In yeast cells more than 100 

loci influence cell sensitivity to ionizing radiation [9-15]. Hence, it is not excluded that 

the degree of lesion of recovery process itself may be increased with increasing LET. 

For cultured mammalian cells there was also apparently a slower rate of cellu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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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very and DNA repair of damage induced by -particle and other high-LET radiations 

than that by -rays [9-7, 9-16, 9-17]. Similar rejoining kinetics for different LET, in spite 

of almost identical levels of unrejoined DSB, have been found for V79 cells [9-18].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ither the process of recovery may be impaired or a slower 

rate of recovery may be a consequence of more severe and complex damage produced 

by high-LET radiations.

Thus, the reduction of cellular recovery expressing in both the extent and the rate of 

recovery after high-LET irradiation might arise either from damage of the mechanism of 

the recovery itself or from the formation of irreversible damage which cannot be 

repaired at all. Both processes may take place at the same time. However, data 

distinguishing these possibilities are lacking in literature. This study has been undertaken 

to investigate these in yeast cells. 

Yeast cells were chosen here as a test object for the following reasons. Firstly, their 

recovery has been well studied both at cellular [9-19, 9-20] and molecular [9-13, 9-21, 

9-22] levels. Secondly, the recovery ability of eukaryotic cells was first suggested from 

experiments in yeast [9-23, 9-24]. If irradiated yeast cells are held in a liquid 

non-nutrient media at 30℃ before plating on to a growth medium, their survival is 

increased. This phenomena is now known as liquid holding recovery (LHR). Thirdly, a 

quantitative approach describing the LHR kinetics of the yeast cells was described [9-19, 

9-20] which enables the estimation of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per unit time and 

the fraction of the irreversible damage. 

In the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there are at least 8 distinct loci that control its 

sensitivity to ionizing radiation, while the number of independent genes capable of 

affecting the yeasts sensitivity to ultraviolet radiation exceeds 20 loci; some of the 

mutant genes confer sensitivity for both UV and ionizing radiation [9-15, 9-25]. The 

ability of yeast cells to LHR requires many DNA-repair and checkpoint genes. It was 

revealed more than 100 loci that influence-ray sensitivity [9-15, 9-26]. It is thought that 

the mechanism of their enhanced radiosensitivity is related to reduced capacity of cellular 

recovery. However, it was not quantitatively elucidated to what extent the reduced 

recovery would be due to damage to the recovery mechanism itself and/or to the 

formation of irreversible damage which could not be repaired at all. Thus this question 

remains. 

Thus, the main goals of this study were (a) to answer the question whether or not 

high-LET radiation affects the recovery process itself or if it only produces a higher 



- 142 -

level of severe irreversible damage that cannot be repaired at all; (b) to elucidate the 

role of irreversible damage and the probability of recovery for the enhanced sensitivity 

of rad mutants in yeasts. In this study, the liquid-holding recovery will serve as an 

indicator of the cell repair activity. It can be thought that getting a better insight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radiation quality and cell recovery from potentially lethal 

radiation damage is of interest both from a fundamental standpoint and with respect to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densely ionizing radiation in tumour therapy. 

2. Material and methods

2.1. Strains and cultivation condition

    The diploid yeast cells of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i 139-B 

(RAD/RAD), were used in this study. This strain was tested to demonstrate the 

phenomenon of the LHR [9-23], it was initially obtained by us from Dr. V.I. Korogodin 

(Russia). The following diploid strains of the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were used 

for these experiments: 211 (RAD/RAD), XS800 (RAD/RAD), XS1924 (rad18/rad18), 

XS1889 (rad53/rad53), XS1935 (rad55/rad55), XS1943 (rad56/rad56), XS1988 

(rad57/rad57). Strain 211 was initially obtained from Dr. W. Laskowski (Germany), a 

parent strain of wild-type (XS800) and its radiosensitive mutants have been obtained 

from Dr. S. Nakai (Japan). 

Game and Mortimer in their study of X-ray sensitive mutants [9-25] designated eight 

loci numbered from RAD50 to RAD57. RAD58 was proposed in 1995 by Chepurnaya et 

al.  [9-27] and RAD59 was used by Bai and Symington [9-28]. But these designations 

have not gained wide acceptance. Moreover, the ability of these strains to accomplish the 

LHR was not checked. Therefore, in this study we used radiosensitive strains with loci 

RAD53, RAD55, RAD56, RAD57 and RAD18 conferring sensitivity for both UV and 

ionizing radiation. It was demonstrated earlier that these mutant strains exhibited a 

higher radiosensitivity as compared with their parent strain, sigmoid survival curves and 

preserve their capability for liquid holding recovery to a certain extent, while 

radiosensitive strains with other loci RAD50, RAD51, RAD52, RAD54 didn't possess such 

an ability [9-3, 9-29]. 

The cells were grown before irradiation up to the stationary phase of growth o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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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growth medium for 4 days. After attaining the stationary phase of growth, the 

cells were washed with distilled water and resuspended to make a stock solution. 

2.2. Irradiation with low- and high-LET radiations

 Cells from the same stock solution were irradiated with 
60
Co-rays (10 Gy/min, LET  

0.2 keV/m) and with 239Pu -particles (17 Gy/min). The LET of the particles reaching a 

cell monolayer was estimated to be 134 keV/m. Exactly at about this LET value the 

maximum RBE-LET relationship was observed for most eukaryotic and some prokaryotic 

unicellular organisms. The -ray dose rate was measured with a Siemens ionization 

chamber. The -particle dose rate was determined by measuring the intensity and energy 

of the particles with a semi-conductor silicon surface barrier detector at a distance 

corresponding to the cells. The  contamination of the  source used was negligible, as 

was shown by the control experiment in which the cells were shielded from the 

-particles by a thin foil.

The small range of the -particles necessitated the use of a monoloyer of the yeast 

cells for -irradiation: 0.02 ml of the cell suspension was placed on the surface of a 

non-nutrient agar, and the water from this drop of suspension was evaporated. The 

viability of the yeast cells after -irradiation was identical for cells on the agar surface 

and for the cells in the water suspension. All irradiations were carried out at room 

temperature (20 ± 2C). 

2.3. Survival Assay

 After the treatment, the samples were diluted to the appropriate cell concentration 

and a known number of cells were plated in such a manner that 100-300 colonies would 

be formed by the surviving cells after 5-7 days of incubation at 30℃. Points in all the 

figures are the means from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rror bars in all the 

figures indicate the standard errors of the mean.

2.4. Liquid Holding Recovery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part of each sample was plated onto nutrient agar 

plates (immediate plating) for the assay of the colony-forming ability. To observe the 

recovery kinetics, another part of the irradiated or controlled cell suspension was placed 

onto the conditions suitable for the LHR and their colony-forming ability was chec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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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ain as a function of the storage time in the recovery conditions (delayed plating). LHR 

was carried out in a water suspension at 30℃ without constant agitation. The 

dose-response curves and recovery kinetics were independent of whether or not the cell 

suspension were prepared with a 0.07 M phosphate buffer or with distilled water. 

Survival response on immediate and delayed plating was determined on the basis of the 

colony counts obtained at the end of 5-7 days of incubation at 30℃ and the counts 

checked again after a further period to ensure that the final score had been reached.

2.5. Evaluation of the LHR Parameters

During the LHR process a number of the primary radiation damage is eliminated, 

resulting in an increased cell survival. This can be considered as a reduction of the 

initial dose D1  to a certain effective dose  Deff(t)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mean 

number of the residual damages, both reparable and irreversible, after a recovery for  t   

hours. It has been demonstrated for yeast cells [9-19, 9-20] that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dose Deff(t)  with the recovery time  t   could be fitted by an equation of the 

form

                   Deff(t)=D1[K+(1K)e-t], (1)

where K is the irreversible component of radiation damage, i.e. the fraction of radiation 

damage resistant to recovery, and is the recovery constant that characterizes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per unit time. In other words, the recovery constant is 

approximately equal to the fraction of the reversible radiation damage recovering per unit 

time. This equation was used previously to fit the recovery kinetics of various biological 

organisms after low-LET ionizing radiation applied alone [9-19, 9-20] or combined with 

high temperatures [9-30] but it was not widely tested for high-LET radiation. 

The ratio  K(t) = Deff(t) / D1   reflects the relative part of the primary radiation 

damage that has not been repaired during  t   hours of recovery. If  t   is sufficiently 

large (for yeast cells it is about 2-3 days), the recovery curves reach a plateau when 

the ability of the cells to recover is saturated or exhausted. For this case, we can write 

K = K(plateau) = Deff(plateau) / D1.               (2)

In this expression,  Deff(plateau) is the effective dose corresponding to the plateau of 

the recovery curve,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mean number of the irreversible damage. 

It can be easily shown that

e-t  =  [Deff(t) - Deff(plateau)] / [D1 - Deff(plateau)].          (3)

By inserting  A(t) = [Deff(t) - Deff(plateau)] / [D1 - Deff(plateau)], we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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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nA(t)] / t.                                                 (4)

In biological terms,  A(t)  reflects the relative part of the reparable damage that has 

not been repaired after  t   hours of recovery. Thus, knowing the survival and recovery 

curves after cell exposure to low- and high-LET radiation, one can calculate the 

corresponding values of Deff(t), Deff(plateau), K(t), K, and β.

3. Results

Fig. 9-1 exhibits the survival curves (A) and LHR recovery kinetics (B) of the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The cells were 

exposed to graded doses of -rays (curve 1) or -particles (curve 2). As can be seen, the 

survival curve obtained after  irradiation shows a smaller shoulder (extrapolation 

number) and a steeper exponentially decreasing part. The RBE of the -particle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mean lethal doses after low- and high-LET radiations (RBE = 

Do/Do), was found to be of 3.7. The mean lethal dose corresponds to the dose required 

to reduce the survival to 37% in the exponential region of the survival curves. The 

recovery patterns are shown in Figure 1B. Here the recovery kinetics after low- and 

high-LET radiation are compared at approximately equal levels of survival (i.e. at equal 

amounts of lethal lesions). When irradiated cells were held before plating in conditions 

favouring LHR, their survival was greatly enhanced in comparison to that obtained after 

immediate plating for both the low- and high-LET radiations, the number of viable cells 

being increased as a function of time, reaching a plateau after about 2-3 days. 

Differences on repair kinetics are also evident, with slower recovery for -particle 

irradiation. Thus, the data presented suggest that recovery decreases with increasing 

LET of the radiation. The decrease becomes apparent in both the rate and the volume of 

recovery. 

Using the results presented in Fig. 9-1, we estimated the decrement of the relative 

fraction of radiation damage resistant to recovery,  K(t),  as a function of the recovery 

time for a low- (Fig. 9-2, curve 1) and high-LET (Fig. 9-2, curve 2) radiation. These 

data demonstrate that the values of  K(t)  decreased steadily, reaching a plateau after 

2-3 days of recovery for both sparsely and densely ionizing radiation. It also appears 

from these data that the least quantities of K(t), i.e. the values of the irrever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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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of radiation damage, K(plateau), increased with the ionizing density. 

The experimental data presented make it possible to calculate the relative part of the 

reparable damage  A(t), defined by Eqn. 4. The outcome is shown in Fig. 9-3 for both 

low- (open circles) and high-LET (closed circles) radiation. It is evident that this 

function decreases exponentially with the recovery time and does not depend on the 

quality of the radiation. Using Eqn. 4 and the results shown in Fig. 9-3, we obtained 

that the recovery constant = 0.1 h-1 for both the low- and high-LET radiation. It 

means that about 10% of the residual reparable damage is recovered every hour 

independent of the radiation quality. 

Similar experimental data have been obtained for all the other yeast strains tested in 

this study. For all of them, it was shown that both the extent and rate of recovery 

decreased with increase in LET of radiation. The final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1. 

It shows the mean lethal doses Do after - and -irradiation, the RBE values, and both 

parameters of postirradiation recovery  the irreversible component and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per unit time after - and -irradiation. It can be seen that all rad  mutant 

cells have lower RBE values in comparison with that for wild-type parent strain 

(XS800). It can also be seen that the irreversible component was markedly enhanced for 

the densely ionizing radiation in comparison to the low-LET radiation while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was identical for both the low- and high-LET radiation for 

all the strains investigated. Moreover, the probability of recovery was identical for the 

parent strain (XS800) and the radiosensitive mutants tested.

4. Discussions

The action of ionizing radiation on living cells is determined by both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ionizing radiation and the biological ability to repair potentially effective 

damage. The pattern of the physical energy deposition leads to a certain localization and 

distribution of the radiation damage. They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by 

microdosimetric models. Data concerning the role of the recovery processes in the RBE 

of densely ionizing radiation are still limited.

In this study the survival curves and repair kinetics were obtained for a number of 

diploid yeast cells with different radiosensitivity after a low- and high-LET radiati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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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shown that all rad mutant cells have lower RBE values in comparison with that for 

wild-type parent strain (XS800). This difference was shown [9-3] to be more 

pronounced for more radiosensitive mutants (rad50/rad50, rad51/rad51, rad52/rad52) 

which were not able to the LHR and so couldnt be used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of the RBE with the cell radiosensitivity and ability to recover from radiation damage is 

in agreement with a number of data obtained with various cellular system [9-1～9-6] 

and can be considered as an indication that recovery processes take part in the 

expression of the RBE values.

Using a mathematical approach describing the LHR process as a decrease in the 

effective dose and the experimental data obtained in this study it was shown that the 

irreversible component was enhanced for a densely ionizing radiation in comparison to 

that for a sparsely ionizing radiation for all the yeast strains studied. It is quite expected 

result and corresponds to a number of data obtained for the cellular and molecular levels 

[9-3～9-10]. This is also in agreement with several indications from the experiments 

using high-LET radiations which point to the possibility that the principal effect of 

densely ionizing particles is on the quality of the induced lesions  low-LET radiation 

produces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reparable damage while high-LET particles 

generate a larger number of preferentially irreversible damage [9-7, 9-10～9-14]. The 

explanation of these findings can be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high-LET radiations 

are known to produce clustering of ionizations and excitations in the DNA [9-31, 9-32], 

which result in more severe and complex damage in yeast and mammalian cells and 

their DNA than low-LET reference radiation. 

Difference in a recovery kinetics was demonstrated for all strains studied, with slower 

recovering for increasing LET. Several possible explanations for the slower recovery 

observed when the LET is increased have been widely discussed. (1) The primary 

radiation damage are more severe and complex and therefore requires a long time to 

recover [9-31, 9-32]. (2) The number of small and intermediate-size DNA fragments is 

larger, and a longer time is needed for recovery [9-33]. (3) The degree of impairment of 

recovery process itself increases with increasing LET. For example, it was shown that 

in diploid cells of the yeast Saccharomyces cerevisiae the rejoining of DSB slows down 

with increasing LET [9-13], DSB induced by electrons were rejoined more rapidly than 

dsb induced by -particles. The authors proposed to interpret their data as being due to 

accumulating DNA damage which impairs the operation of enzymes involved in the 

process of dsb rejoining. (4) A slower recovery may reflect a smaller numbe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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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ersible damage produced by high-LET radiations, with the probability of recovery 

independent of radiation quality.

It was demonstrated in this study that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was identical 

for both a low- and high-LET radiation for all the strains investigated. It means that an 

identical fraction of the reversible radiation damage is recovered per unit time for both 

the sparsely and densely ionizing radiations. It is known that several DNA repair 

pathways are involved in the recovery from radiation damage. Among these, in 

stationary phase diploid yeast cells, homologous recombination is the pathway that is 

most frequently employed but certainly base excision repair, mismatch repair and even 

nucleotide excision repair pathways contribute [9-13～9-15, 9-25, 9-26]. It may be 

concluded on this basis that neither all these pathways nor repair enzymes are damaged 

more seriously after a densely ionizing radiation. Moreover, a slower recovery after 

high-LET radiation does not reflect the deceleration of recovery processes because of 

more severe radiation damage. The slowing down of recovery kinetics and therefore the 

enhanced RBE of a high-LET radiation may be exclusively caused by the increased 

yield of irreversible damage that cells are incapable of recovery. Thus, the impact of 

ionization density on the repair system itself may be excluded. It may be suggested 

therefore that the impact of a high ionization density is connected with a change in the 

quality of the lesions rather than with the quantity or the properties of the repair 

systems themselves. 

The recovery kinetics was estimated for wild- type diploid yeast cells and different 

mutants: rad18/rad18  is deficient in postreplication repair but competent in homologous 

recombination, rad53/rad53  is affected in an important signal induction pathway (kinase), 

rad55/rad55, rad56/rad56, rad57/rad57  are partially defective in homologous 

recombination repair [9-15, 9-22, 9-25, 9-26].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was shown 

to be identical for the parent strain (XS800) and all rad  mutants investigated. And here 

again,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in the parent and rad mutant cells does not depend 

on the ionizing radiation quality. It corresponds to the data that in some mutants the 

genetically defined defect can at least partially be compensated by other repair protein 

(channeling of repair) [9-15, 9-26]. It also means that the impact of ionization density on 

the repair system itself may be ruled out. Some experimental results for mammalian 

cells obtained in molecular level are in agreement with this conclusion: the kinetics of 

those DSBs which were actually repaired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for 

three cell lines studied [9-34]. It was suggested that the higher number of non-repar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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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s in xrs  cells may not be attributable to a deficient enzymatic repair system [9-34]. 

These data indicate that the mechanism of the enhanced radiosensitivity of the 

radiosensitive yeast and mammalian cells may be related to the production of more 

severe damage from which cells are incapable to recover. It is likely that the inability of 

other rad  mutants (rad50, 51, 52, 54) to recover from radiation damage has to be 

considered as an indication for the absence of repair and corresponds to the incapacity to 

repair certain types of radiolesions.

In summary, for diploid yeast cells of various sensitivity it was shown that the 

irreversible component was enhanced for the densely ionizing radiation in comparison to 

the low-LET radiation while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was identical for both the 

low- and high-LET radiation for all the strains investigated. A parent diploid strain and 

its radiosensitive mutants showed the same probability for recovery from radiation 

damage. It can be concluded on this basis that the recovery process itself is not 

damaged after densely ionizing radiation and the enhanced RBE of the high-LET 

radiation and high radiosensitivity of mutant cells may be related to the increased yield 

of the irreversible damage.

5. Abstract

   Three wild-type diploid yeast strains and five radiosensitive mutants in the diploid 

state were irradiated with gamma rays from 
60
Co and alpha particles from 239Pu in the 

stationary phase of growth. Survival curves and the kinetics of the liquid holding 

recovery were measured. It was shown that the irreversible component was enhanced for 

the densely ionizing radiation in comparison to the low-LET radiation while the 

probability of the recovery was identical for both the low- and high-LET radiations for 

all the strains investigated. It means that the recovery process itself is not damaged 

after densely ionizing radiation and the enhanced RBE of the high-LET radiation may be 

caused by the increased yield of the irreversible damage. A parent diploid strain and all 

its radiosensitive mutants showed the same probability for recovery from radiation 

damage. It follows that the mechanism of the enhanced radiosensitivity of the mutant 

cells might not be related to the damage of the repair systems themselves but with the 

production of some kind of radiation damage which cells are incapable of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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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1. Radiobiological parameters of the diploid yeast cells of different species and 

strains exposed to γ-rays and α-particles

Strain Genotype
Do(γ),

Gy

Do(α),

Gy
RBE K(γ) K(α)

β(γ), 

h-1

β(α), 

h-1

Megry 

139-B

RAD

RAD
150±12 41±5 3.7±0.3 0.22±0.02 0.40±0.03 0.1±0.02 0.1±0.02

211
RAD

RAD
270±25 60±6 4.5±0.5 0.45±0.05 0.54±0.03 0.06±0.009 0.06±0.009

XS800
RAD

RAD
265±28 52±7 5.1±0.6 0.32±0.03 0.50±0.04 0.05±0.007 0.05±0.007

XS1924
rad18

rad18
120±14 46±6 3.3±0.2 0.30±0.02 0.52±0.05 0.05±0.007 0.05±0.007

XS1889
rad53

rad53
130±15 30±4 4.3±0.3 0.50±0.04 0.68±0.06 0.05±0.007 0.05±0.007

XS1935
rad55

rad55
130±16 34±3 3.9±0.3 0.37±0.04 0.54±0.04 0.05±0.007 0.05±0.007

XS1943
rad56

rad56
200±21 45±5 4.4±0.3 0.43±0.04 0.45±0.05 0.05±0.007 0.05±0.007

XS1988
rad57

rad57
186±15 43±5 4.3±0.4 0.36±0.04 0.44±0.04 0.05±0.007 0.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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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1. Survival curves (A) and LHR recovery kinetics (B) of the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Cells were exposed to 

gamma rays (curves 1) or alpha particles (curves 2). Cells were plated on a 

nutrient agar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or after various recovery times 

(B). The arrows indicate the examples of the effective dose,  Deff(t),  

determination following 5 (alpha irradiation) and 9 (gamma irradiation) hours 

of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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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2. The decrement of the relative part of the unrecovered radiation 

damage, K(t)  = Deff(t) / D1, as a function of recovery time of 

the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after treatment with gamma rays (curve 1) and 

alpha particles (curv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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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3. The decrement of the relative part of the recovered radiation 

damage,  A(t)  =  [Deff(t) - Deff(plateau)] / [D1 - Deff(plateau)], 

as a function of recovery time of the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after 

treatment with gamma rays (open circles) and alpha particles 

(closed circles). Data are the mean values calculated from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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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  방사선과 고온을 복합처리한 세포의 회복  생존률

(Section 10. Survival and Recovery of Yeast Cells after Combined Treatments 

with Ionizing Radiation and Heat)

1. Introduction

Hyperthermia is known to enhance the inactivation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n 

various cellular systems. It is assumed that thermal radiosensitization may be displayed 

by the inhibition of the repair of sublethal and potentially lethal damages on a cellular 

level for mammalian [10-1～10-5] and yeast cells [10-6～10-9]. Earlier the survival 

curves for diploid Saccharomyces cerevisiae of wild type (RAD/RAD) and radiosensitive 

mutant (rad52/rad52), defective in genetic recombination, have been measured after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10-6]. The highest value of the synergistic 

enhancement ratio was 2.7 for wild-type cells and was completely absent (additive 

interaction) for mutant cells. Many investigators have been inferred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diosensitivity for wild type and mutant cells can be attributed to the 

recovery ability in wild type strains, and the absence of such repair in the mutant. 

Thus, these data also indicate that the mechanism of synergistic interaction of heat and 

ionizing radiation may involve the inhibition of cell capacity to recover damage resulted 

from the combined action of both modalities. However, the inhibition of the recovery 

after the combined action of hyperthermia and ionizing radiation can be attributed to 

different reasons: (i) the damage or inhibition of the recovery process itself, when the 

repair enzymes might be modified in such a manner that they became unable to 

function; (ii) the increase in the portion of irreversible damage, that could not be 

repairable at all; (iii) both of these issues. Although the combination of hyperthermia and 

radiation is of considerable current interest, there have been no reports in the literature 

on a quantitative estimation of each of these reasons. Thus,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reported here was to determine whether the synergistic interaction of ionizing 

radiation and hyperthermia in yeast cells was related to the impairment of the recovery 

capacity per se or to the production of irreversible damages which cannot be repaired. 

Yeast cells were chosen as a test object because of some reasons. First, their recovery 

has been well studied both on cellular [10-10～10-12] and molecular [10-13～10-15] 

levels. Second, the first idea about the recovery ability in eukaryotic cells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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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zed for these cells [10-16, 10-17]. Third, a quantitative approach describing the 

liquid holding recovery (LHR) of yeast cells was described [10-10, 10-12] which enables 

the estimation of the probability of recovery per unit time and the fraction of irreversible 

damage. Yeast cells have also been used in experiments with the combined action of 

ionizing radiation and hyperthermia [10-6～10-9, 10-18～10-23] but in none of these 

publications the probability of recovery and the yield of irreversible damage were 

estimated separately. 

2. Materials and Methods

   2.1 Strains and Cultivation Condition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using homozygous wild type (RAD/RAD) diploid 

yeast cells of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10-24], kindly 

provided by Dr. V.I. Korogodin (Dubna, Russia). Before irradiation, yeast cells were 

incubated for 4 days at 30℃ on a complete nutrient agar layer to its stationary state of 

growth. Cultures in stationary state were prepared for experiments in the following way: 

from a liquid culture of these cells a sample with 10
6
 cells/ml was distributed 

homogeneously on solid nutrient agar (20 g/liter glucose, 20 g/liter Bacto agar, 5 g/liter 

yeast extract; thickness of agar plate, 6 mm). When incubated at 30℃, cell proliferation 

ceased due to the reduced glucose flux limited by diffusion [10-25]. Maintenance energy 

metabolism was guaranteed for several weeks without loss of proliferation and of repair 

capabilities, if the cells were kept at 6℃  [10-26]. Before each experiment, the attainment 

of stationary state was checked by a number of budding cells which was usually less 

than 1-2 %. Such a cultivation method of yeast cells to stationary state of growth has 

been used in most papers devoted to radiation investigations [10-6～10-12, 10-17～

10-21]. Immediately before treatment the cells were washed off agar plate and 

resuspended in 0.07 M phosphate buffer to make a stock solution. Final suspensions 

prepared for irradiation and heat treatment contained approximately 106 yeast cells per 

ml. Such a cell population consisted of single cells with a rather homogeneous cell size 

distribution. It is worth to add that if yeast cells were grown in liquid nutrient media 

before irradiation, the cell population was extremely heterozygous in its sensitivity to 

heat and radiation. In particular, such a population contained 10-30% of budding cells 

resulting in a complex form of dose-response curve including a radioresistant compo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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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could be attributed to cells with buds [10-27, 10-28]. Moreover, the budding cells 

were shown to be incapable of the LHR [10-29, 10-30].

   2.2 Irradiation and Heat Treatment

    Aliquots with 106 yeast cells/ml in a glass tube were exposed to graded doses of 

-radiation. The 
60
Co -ray source was a Gammacell 220 (Atomic Energy of Canada Ltd.). 

The -ray dose-rate, estimated by ferrous sulphate dosimetry, was 10 Gy/min. The 

irradiation set up allowed exposure at different temperatures. A desired temperature 

(±0.2°C) was maintained during the irradiation time by a constant temperature water 

circulator. The following heating method was used: 0.1 ml of cell suspension at room 

temperature (about 5 x 107 cells) was placed into 4.9 ml of buffer prewarmed to a 

required temperature in a water bath. For the simultaneous action of hyperthermia and 

ionizing radiation, the time interval between the placement of the cells into the preheated 

water and the beginning of exposure was about 0.1-0.3 min, which wa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total treatment time. At the end of the treatment, the samples were rapidly 

cooled by cold water.

   2.3 Survival Assay

    Following the treatment, a known number of cells were plated in such a manner 

that 200-500 colonies would be formed by the surviving yeast cells after 5-7 days of 

incubation at 30°C. To meet this requirement, 3-50 Petri dishes were used for different 

experimental points depending on the survival level. The plating efficiency of the 

untreated cells was 100%. All experimental series were repeated 3-5x. Error bars in all 

figures show inter-experimental errors. Dose-response curves have been drawn by 

visually fitting the experimental points or using mathematical multi-hit model. The final 

results were very similar for both these cases.

   2.4 Liquid Holding Recovery (LHR)

    Repair of potentially lethal damage during the LHR is reflected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iable cells if the cells are kept in an innutritious condition after 

irradiation for a certain time before they are forced to divide on a nutrient agar. The 

irradiated cells were held for days (up to 80 hours) at 30℃ temperature in buffer. To 

observe recovery kinetics,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part of the irradiat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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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pension was placed into conditions (buffer, 30℃) promoting to the LHR and their 

colony forming ability was checked again as a function of storage time in recovery 

condition (delayed plating). The dose-response curves and recovery kinetics were 

independent of whether the cell suspensions were prepared with 0.07 M phosphate buffer 

or with distilled water. These results correspond to our previous observations [6, 7] and 

the data obtained by others [10-17, 10-19～10-21].

   2.5 Inactivation Forms Assay

    The information presently available shows that single cells among the inactivated 

part of the homogeneous population respond differently to the same dose of irradiation. 

In particular, dying cells can be inactivated either without any division or after one or 

several reproduction cycles [10-31]. Inactivation forms assay means the experimental 

estimation of the relative yield of yeast cells inactivated without division or after a 

various number of postirradiation divisions. In this study, the relative yield of yeast cells 

inactivated without division was counted microscopically in 24 hours growth at 30℃ of 

cells irradi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In this case, cells capable of producing a 

microcolony consisted of 40-50 cells were considered as viable ones. It was demonstrated 

[10-10, 10-11] that such cells were able to produce a macrocolony visible by eye after 

3-5 days of growth. 

3. Results

   3.1 Survival and Recovery Curves

    Fig. 10-1A shows the survival curves of yeast cells irradiated with graded doses 

of -rays without heat or preheated at 60℃ for 3, 6, and 12 min. The enhancing effect of 

hyperthermia on radiation cell killing is observed. Preheating the cells for 3, 6, and 12 

min markedly decreased their sensitivity to the subsequent exposure to ionizing radiation. 

This data show that heat pretreatment does not induced radioresistance in conditions 

investigated. The amount of radiosensitization, i.e. the thermal enhancement ratio 

estimated by the ratio of slopes constantly increased with the duration of preheating: 

1.23, 1.74, and 2.56 for heating during 3, 6, and 12 min. No difference was seen when 

the sequence order is reversed (Table 10-1). The data presented in Table 1 show that 

the effect was the same either irradiation is given after or prior to heat. However,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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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ot the case for much lower dose rates (2 Gy/min) and acting temperature (50℃). 

For the latter case, the effectiveness of thermoradiation interaction was dependent on the 

order of applied modalities and in some examples both heat and radiation could induce 

radiation and heat resistance, correspondingly [10-22, 10-23, 10-32]. These effects were 

beyond the main aim of this paper and to avoid them we used here a higher 

temperature and dose rate. One can see (Fig. 10-1, Table 10-1) that hyperthermia causes 

a substantial inhibition of the LHR after irradiation. No repair after 60℃  hyperthermia 

applied alone was observed over a period of 80 hr. The degree of inhibition of the LHR 

by hyperthermia appears to be dependent upon the duration of the treatment. This 

recovery process is characterized by a constant dose-modifying factor (DMF) over 

several decade of survival [10-19]. In these experiments, the DMF was observed to be 

2.30, 1.72, 1.34, and 1.00 for heating during 0, 3, 6 and 12 min, respectively. It means 

that heating for increasing durations at 60℃ before or after irradiation progressively 

reduced the magnitude of recovery. 

The recovery kinetic patterns observed are shown in Figure 1B. When samples were 

plated at different times after thermoradiation treatment, the number of viable cells 

increased as a function of time, reaching a plateau after about 3 days. Heating before 

irradiation during 3 and 6 min did certainly modify the kinetics by slowing the rate of 

recovery. Preheating progressively slowed repair and 12 min at 60℃ completely inhibited 

it.

Thus, it is evident that both the extent and the rate of recovery were essentially 

decreased by exposure to hyperthermia (60℃) prior to ionizing radiation. The 

observations concerning the survival and the LHR of yeast cells that received a prior 

hyperthermic treatment confirm the findings of previous works [10-19, 10-30] and extend 

their results illustrating that both the magnitude and the rate of recovery is a function 

of the duration of hyperthermic treatment. 

Studies in vitro  have shown that the greatest amount of cell killing is obtained when 

radiation is delivered concurrently with hyperthermic treatment. The results of 

experiments with the same diploid yeast cells subjected to simultaneous heat-radiation 

treatment are presented at Fig. 10-2A. The increase in the exposure temperature in the 

range of 20-40℃ has no influence on the survival (curve 1). It is apparent that the 

further increase of the temperature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cell radiosensitivity 

displaying both an increase of the slope and a decrease of the extrapolation number 

(curve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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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in the ability of yeast cells to the LHR, carried out at approximately 

equal levels of survival (i.e. at equal amounts of lethal lesions) is shown in Fig. 10-2B. 

Here again,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number of viable cells increased as a function 

of time, reaching a plateau after about 3 days. The present data suggest that both the 

rate and the extent of recovery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at which the 

irradiation occurred. 

The survival curves of cells heat-treated at different temperatures for various periods 

of time are shown in Fig. 10-3. It is clear from these data that cell-killing can be 

observed after 40 min treatment at 45℃. The presence of the shoulder in some of these 

curves suggests that the cells accumulate sublethal damages before they are lethally 

affected. At temperatures above 45℃ cell sensitivity to hyperthermia is progressively 

increased. These curves will be used here to calculate the extent of synergistic 

interaction. 

   3.2 Synergism and Inactivation Forms

    For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treatment, an independent interaction can be 

determined by SFc = SF(HT) x SF(RT) and the synergistic interaction is observed if 

SFc < SF(HT) x SF(RT), where SF(HT) and SF(RT) stand for the surviving fractions 

after treatments with hyperthermia and radiation applied alone, respectively. SFc stands 

for the surviving fraction after the simultaneous treatment of both modalities. Then the 

synergistic enhancement ratio can be defined as the ratio of the calculated radiation dose 

(assuming an independent effect of hyperthermia and radiation) to that observed from 

the experimental survival curves for the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10-6, 10-7]. 

The calculated in such a manner synergistic enhancement ratio is presented in Fig. 

10-4A as a function of the temperature at which the irradiation was delivered. One can 

see that the synergistic interaction of both modalities takes place only inside a certain 

temperature range and there is a specific temperature that maximizes the synergy. 

Similar results have been obtained for another yeast strain exposed to electron beam at 

high temperatures [10-9].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yeast organisms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is 

inactivated and dies after at least one cell division cycle. To estimate the yield of cell 

killing without any postradiation division, equieffective doses of thermoradiation action 

reducing cell survival to 10% were used. Fig. 10-4B shows the yield of cell killing 

without division after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in the dependenc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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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at which the irradiation took place. It can be seen that this form of cell 

inactivation was rare at relatively low exposure temperatures at which no synergistic 

interaction of the modalities employed was obtained. For more higher temperatures, when 

the synergistic effect first increased, reached the highest value and then fell with 

exposure temperature (Fig. 10-4A), the fraction of cells killing without division was 

constantly increased (Fig. 10-4B) reaching 90% at 55℃. Thus, within the temperature 

range, synergistically enhancing the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the cell death was 

gradually transformed from the reproductive to the interphase death. As one can see, the 

yield of cell killing without postradiation division was identical after heat applied alone or 

combined with ionizing radiation. 

   3.3 Evaluation of the LHR Parameters

    During the LHR process a number of primary radiation damage are eliminated 

resulting in an increased cell survival. It can be considered as the reduction in the initial 

dose D1   to a certain effective dose  Deff(t)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mean number 

of residual damages, both reparable and irreversible, after recovery during  t   hours. 

Examples of the effective dose estimation are shown in Fig. 10-1 and 10-2 by the 

arrows. It was demonstrated [10-10, 10-12, 10-33, 10-34] that the decrease in the 

effective dose  Deff(t)  with the recovery time  t   was fitted to an equation of the form:

      Deff(t)  = D1[K + (1  K) e-t],                                (1)

where K  is an irreversible component of radiation damage, and is the recovery constant 

characterizing the probability of recovery per time unit. In other words, the recovery 

constant is equal to a fraction of radiation damage recovering per time unit. Parameters 

K and were shown [10-10, 10-12, 10-34] to be constant for yeast cell tested over 

several decade of survival. This model was firstly suggested and its validity was tested 

for ionizing radiation applied alone in Baltimore [10-33]. This equation was used before 

to fit recovery kinetic of various biological objects irradiated with ionizing radiation alone 

(10, 12, 33, 34) and was never tested for the combined treatments.

The ratio  K(t) = Deff(t) / D1   reflects the relative part of the primary radiation 

damage which has not been repaired during t  hours of recovery. If t  is sufficiently large 

(for yeast cells it is about 2-3 days), the recovery curves reach a plateau when the 

capability of cells to recover is saturated or exhausted. For this moment, we can write 

        = K(plateau) = Deff(plateau) / D1.                          (2)



- 161 -

   In this expression,  Deff(plateau)  -  the effective dose corresponding to the plateau 

of the recovery curve and which is proportional to the mean number of irreversible 

damage. It can be easily shown that

     e-t  =  [Deff(t) - Deff(plateau)] / [D1 - Deff(plateau)].        (3)

Putting  A(t) = [Deff(t) - Deff(plateau)] / [D1 - Deff(plateau)], we have 

             = -[lnA(t)] / t.                                       (4)

In biological terms, A(t)  reflects the relative part of the reparable damage that has 

not been repaired yet after t  hours of recovery. Thus, knowing the survival and 

recovery curves after different conditions of thermoradiation action, one can calculate the 

corresponding values of Deff(t), Deff(plateau), K(t), K, and β.

Using the results presented in Figs. 10-1 and 10-2, we estimated the decrement of 

the relative part of unrecovered radiation damage K(t)  as a function of recovery time for 

various conditions of thermoradiation action (Fig. 10-5). These data demonstrate that the 

values of K(t)  fluently decreased reaching a plateau after 2-3 days of recovery both for 

sequential and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treatment. One can see the deceleration of 

the decrement of this parameter with increasing both in the duration of prior 

hyperthermia (Fig. 10-5A) and the temperature at which the irradiation was delivered 

(Fig. 10-5B). It also appeared from these data that the limited quantities of K(t), i.e. the 

values of irreversible damage K(plateau), increased with increasing of heat load. Fig. 

10-6 shows the increment of the irreversible component as a function of heat exposure 

(60℃) for the sequential thermoradiation combination (Fig. 10-6A) and the temperature 

at which irradiation occurred (Fig. 10-6B) for simultaneous application of both modalities. 

It is obvious that the irreversible component progressively increased with thermal load 

reaching the highest magnitudes by a prior heating at 60℃ for 12 min and irradiation at 

55℃ when the LHR is almost completely inhibited due to the lack of reparable damages.

The experimental data presented make possible calculation of the relative part of the 

reparable damage A(t), defined by Eqn. 4. The outcome is shown in Fig. 10-7 both for 

the sequential (Fig. 10-7A) and simultaneous (Fig. 10-7B) thermoradiation action. It is 

evident that this function decreases exponentially with the recovery time and does not 

depend on the duration of a prior heat treatment or the temperature at which irradiation 

occurs. Using Eqn. 4 and the results shown in Fig. 10-7, we obtained that the recovery 

constant   = 0.07 hour-1 for sequential heat + radiation treatment  and   = 0.067 hour-1 

for simultaneous application of both modalities. It means that about 7% of the 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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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arable damage are recovered every hour for both treatments.

4. Discussion

The main purpose of this work was to obtain information whether the synergistic 

interaction of heat and ionizing radiation may be causally related to the impairment or 

damage of the recovery capacity per se or to the production of irreversible damages, 

which cannot be repaired. The extent and the rate of the recovery were shown to be 

gradually lowered with an increase both in the duration of heat treatment followed by 

radiation and the exposure temperature of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It was 

shown in this study that the irreversible component substantially increased as a function 

of heat treatment (60 Ñ) duration after the sequential thermoradiation action and as a 

function of the exposure temperature after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For the 

latter case, the rise of the irreversible component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 of 

cell killing without division. To elucidate whether the retardation of the yeast cell 

recovery occurred only due to the increase of the irreversible component or it was 

related to the damage of the LHR itself, the recovery constant describing the probability 

of recovery per unit time was estimated. This parameter appeared to be unchanged 

(about 0.07 hour-1) both with the duration of a prior heat and exposure temperature. It 

means that the same part (about 7%) of reparable radiation damage is eliminated for an 

hour independently of the conditions of thermoradiation action. Hence, the retarded rate 

of recovery takes place not because the process of the LHR is damaged itself but just 

because of the enhanced yield of irreversible damages. Similar results have been 

observed for yeast cell simultaneously exposed to UV light and hyperthermia [10-35]. It 

means that some general mechanism of synergistic interaction may be responsible for 

combined actions of both ionizing radiation and UV light combined with heat.

It would be of interest to suggest some hypothetical suppositions regarding the 

increase in the yield of irreversible component. In our liquid holding experiments here 

after heat and radiation treatment the yeast cells were hold for long times up to 100 

hours, in the absence of nutrients. It was observed that the recovery time and the 

extent decreases with increasing heat temperature or time. It is not excluded that the 

increase of irreversible component may be related to the available energy resources 

remaining in the cells and that the extent of recovery may just be proportional to those 

energy reserves. It is not the case for ionizing exposure alone when the irrever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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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does not increase with irradiation dose [10-12, 10-34]. But it is possible that 

for combined thermoradiation action the energy reserves may be depleted in proportion to 

the severity of the treatment and, in addition, the energy required for recovery may 

increase in proportion to the severity of the damage. The formation of additional 

effective damage due to interaction of ineffective sublesions produced by each agent are 

often considered as a reason of synergy [10-21, 10-36～10-40]. Then such an interaction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explanatory mechanism of production of irreversible 

damages. 

A bell-shaped curve of synergistic interaction observed here (Fig. 10-4A) was also 

obtained for other agents: X-rays and chemical mutagen (1,2-dibromoethane) [10-41], 

electron radiation and hyperthermia [10-7], -radiation and hyperthermia [10-38] 

ultrasound and hyperthermia [10-39], UV light and hyperthermia [10-40]. Here this 

dependence is presented (Fig. 10-4A) to compare the synergy and the yield of 

inactivation forms, which was identical after heat applied alone or combined with 

ionizing radiation (Fig. 10-4B). It means that additional irreversible damages responsible 

for the synergistic interaction of heat and ionizing radiation resulted in a reproductive 

cell death as ionizing radiation applied alone.

It would be of interest to speculate on the basis of this study about the mechanism 

of synergistic interaction of heat and ionizing radiation. As the synergistic effects are 

not related with the direct damage of recovery process itself, it is not excluded that 

synergism would be expected to result from some additional lethal lesions arising from 

the interaction of sublesions induced by both modalities. These sublesions should be 

considered noneffective after each agent taken alone. This hypothesis was put forward 

and applied by many authors [10-21, 10-36～10-40]. Basing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hypothesis could be extended by the supposition that these additional lethal damages 

are not or less reparable. If it is valid, the retardation or inhibition of recovery process 

after combined actions could not be considered as a reason of the synergy, but only as 

the expected and predicted consequence of such an interaction.

The hypothesis formulated above may be attracted to interpret a number of 

regularities of thermoradiation synergistic interaction observed in yeast and other cells. 

For example, the lack of the synergy in radiosensitive yeast mutants defective in repair 

ability [10-6] may be a result of the reduced number of sublesions which could interact 

because sublesions for wild-type cells can be lethal for radiosensitive mutants. A similar 

explanation can be involved to interpret the reduced synergy for haploid yeas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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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which are known to be incapable of repairing of DNA double strand breaks for 

which two homologous duplexes are required [10-14]. The increase of the synergy at 

relatively low temperatures before the maximum of synergy has been achieved (Fig. 

10-4A) can be explained by a relatively small number both of lethal damages and 

sublesions produced by heat. Conversely, the fall of the synergy at relatively high 

temperatures after the maximum of synergy has already been achieved (Fig. 10-4A) can 

be explained by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lethal damages and sublesions produced by 

radiation. Then it can be expected that the greatest synergy would be obtained when the 

equal number of sublesions are produced by heat and radiation. It was confirmed in 

mathematical modeling of yeast cell inactivation after heat treatment simultaneously 

applied with ionizing radiation [10-38], ultrasound [10-39] and UV light [10-40]. Since 

the magnitude of the synergistic effect would directly dependent on the amount of 

sublesions available, sublesion repair would contribute to a decrease in the effect. Hence, 

the explanation that simultaneous exposure is more effective than sequential one becomes 

evident.

5. Abstract

   Cell survival, recovery kinetics and inactivation forms resulted from both successive 

and simultaneous treatments of γ-rays (
60
Co) and high temperature were studied in 

diploid yeast cells capable of recovery. Both the extent and the rate of the recovery 

were shown to be grossly lowered with an increase in the duration of heat treatment 

(60Ñ) followed by radiation and with the exposure temperature increase after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A quantitative approach describing the recovery 

process was applied to estimate the probability of recovery per time unit and the 

irreversible component after the combined thermoradiation action. It was shown that the 

probability of recovery was independent of conditions of the thermoradiation action while 

the irreversible component gradually increased as a function of heat treatment (60Ñ) 

duration after sequential thermoradiation action and as a function of the exposure 

temperature after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The rise of the irreversible 

component was accompanied by an increase of cell killing without postirradiation 

division. It is concluded on this basis that the synergistic interaction of ionizing radiation 

and hyperthermia in yeast cells is not related with the impairment of the recovery 



- 165 -

capacity per se and may be attributed to the enhanced yield of irreversibl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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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1. The influence of the sequence of heat (H) and radiation (γ) treatment on

the percent survival of diploid yeast cells after immediate and delayed 

plating

Heat

60℃,

min

γ-rays

dose,

Gy

PERCENT SURVIVAL

Immediate plating Delayed plating

0

0

0

H+γ γ+H H+γ γ+H

3

3

3

3

1000

1500

2000

2.8±0.9

0.09±0.01

0.003±0.0008

3.2±0.6

0.07±0.02

0.005±0.001

80.0±5.0

15.3±4.2

5.7±1.5

90.0±10.0

20.5±5.4

5.0±1.5

6

6

6

0

500

1000

1500

9.7±1.2

0.6±0.2

0.01±0.003

0.00024±0.00005

9.7±1.2

1.0±0.3

0.008±0.003

10.0±1.5

2.2±0.7

0.32±0.13

0.037±0.008

10.0±1.5

3.0±0.6

0.27±0.08

0.05±0.01

0

500

750

1.0±0.15

0.031±0.015

0.001±0.0005

1.0±0.15

0.02±0.09

1.2±0.15

0.08±0.02

0.012±0.006

1.2±0.15

0.1±0.04

0.009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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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1. Survival curves (A) and LHR recovery kinetics (B) of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A, cells were 

exposed to graded doses of ionizing radiation alone (curves 1, 1) or to a 

combined treatment with a prior heating at 60℃ for 3 (curves 2, 2), 6 

(curves 3, 3), and 12 (curves 4, 4) min. Cells were plated on nutrient agar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curves 1, 2, 3, 4) or after 80 hours of LHR 

(curves 1, 2, 3, 4). B, cells were exposed to ionizing radiation alone (curve 

1) or to a combined treatment with a prior heating at 60℃ for 3 (curves 2), 

6 (curves 3), and 12 (curves 4)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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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2. Survival curves (A) and LHR recovery kinetics (B) of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A, cells were exposed to 

graded doses of ionizing radiation at various temperature: (curves 1: closed 

circles - 20℃, open triangles - 30℃, closed triangles - 35℃, open squares - 4

0℃), 45℃ (curves 2), 50℃ (curves 3), 55℃ (curves 4). The arrow indicates an 

example of the effective dose  Deff(t)   determination. Irradiated cells were plated 

immediately after irradiation (A) or after various recovery times (B, delayed 

pl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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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3. Survival curves of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i 

139-B after heat treatment alone: 45℃ (curve 1), 50℃ (curve 2), 52.

5℃(curve 3), 55℃ (curv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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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4. The dependencies of the synergistic enhancement ratio (A) and cell killing 

without division (B) on the exposure temperature for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irradiated with ionizing 

radiation at various temperatures (closed circles) or exposed to the high 

temperatures alone (closed tri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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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5. The decrement of the relative part of unrecovered radiation damage  K(t)  = 

Deff(t) / D1  as a function of recovery time of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after various conditions of thermoradiation 

action. A, sequential (heat + ionizing radiation) exposure, a prior heat treatment 

was 0 (curve 1), 3 (curve 2), 6 (curve 3), and 12 (curve 4) min at 60℃. B,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the irradiation was delivered at the following 

temperatures: 20℃ (curve 1), 45℃ (curve 2), 50℃ (curve 3), 55℃ (curv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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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6. The increment of the relative part of irreversible radiation damage  K(plateau) 

as a function of a prior heat exposure (60℃) of the sequential thermoradiation 

action (A) and as a function of exposure temperature of the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B) in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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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7. The decrement of the relative part of recovered radiation damage  A(t) 

=[Deff(t) - Deff(plateau)] / [D1 - Deff(plateau)]   as a function of recovery 

time of diploid yeast cells Saccharomyces ellipsoideus (vini)  strain Megry 139-B 

after various conditions of thermoradiation action. A, sequential (heat + ionizing 

radiation) exposure, a prior heat treatment was 0 (circles), 3 (triangles), and 6 

(squares) min at 60℃. B, simultaneous thermoradiation action, the irradiation was 

delivered at the following temperatures: 20℃ (closed circles), 45℃ (open circles), 

50℃ (closed triangles), 55℃ (open tri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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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  방사성 물질과 화학물질 복합오염에 따른 세포유 학

       향

         [Cytogenetic effects of combined radioactive (137Cs) and chemical (Cd, Pb, and 

2,4-D herbicide) contamination on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cells] 

1. Introduction

   Living organisms are every day exposed to a variety of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agents. Mechanisms of a mutagenic and poisonous action for most of these 

environmental agents have not yet been defined with accuracy although several 

hypotheses have been proposed. 

   Even less is known about the consequences of a combined action of these factors. 

Complex multidirectional processes, induced by simultaneous exposures to diverse factors, 

including both a stimulation and inhibition of the repair systems, are capable of 

producing different responses, from antagonism to synergism. This is confirmed by 

numerous examples [11-1] of nonlinear changes in the level and mode of the response of 

biological systems resulting from variations in the order, levels, and duration of an 

exposure to toxic agents. As in the case of the low dose or concentration of a 

single-factor, there has not yet been any suggested reliable theoretical justification to 

study the effects of miscellaneous factors so far that could make it possible to predict 

whether or not the result of a combined action would be an additive, synergetic or 

antagonistic [11-2]. Such a theoretical justification could be an issue only after having a 

phenomenology of a biological effect processed with the combined exposure factors of 

miscellaneous nature elucidated. To achieve this, a well-directed knowledge accumulation 

and appropriate experimental data analysis are necessary.

   The available database on the combined effect is rudimentary and rarely covers 

exposure ranges large enough to make direct inferences to present day low-level 

exposure situations. The purpose of the present work is to study cytogenetic 

consequences of a plant growing under combined radioactive and chemical contamination 

at levels officially adopted as permi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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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s and methods

   In order to study cytogenetic effects induced by combined exposure to radioactive and 

chemical contamination, three two-component experiments (
137
Cs + Cd; 

137
Cs + Pb; 

137
Cs 

+ 2,4-D herbicide) were performed using a complete factorial pattern. The test organism 

(spring barley Hordeum vulgare L., variety Zazerskiy 85) as well as the details of plant 

growth and bioassays, treatment levels of 
137
Cs, Cd, Pb, 2,4-D herbicide and procedure of 

their introductions in plant environments, and methods of statistical analysis are 

described elsewhere [11-3]. For maintenance of a correctness of outcomes comparison, 

the studied agents concentrations were selected to be the same, as in experiments with 

their separate exposure [11-3].

3. Results 

   3.1. Combined exposure to 
137
Cs and Cd

      3.1.1. Aberrant cells frequency

       The maximum aberrant cells frequencies are found (Fig. 11-1) at the combination 

of cadmium with the lowest level of radioactive soil contamination of 1.48 MBq/m
2
. 

When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was studied alone [11-3], such 
137
Cs content in soil 

did not result in any significant increase of the aberrant cell frequency. These data is 

worth special attention because, even these days, radioactive contamination levels 

amounting to this value are not rare in the territories suffering from the Chernobyl 

accident [11-4]. In the presence of cadmium, an increase of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density over 1.48 MBq/m
2
 results in a drastic reduction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Fig. 11-1). This decline is so strong that the maximum among the examined radioactive 

contamination density (14.8 MBq/m
2
) which, used alone, produ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see Fig. 11-1 or [11-3]), in combination with small 

cadmium concentrations of 2 and 10 mg/kg results in the aberrant cells increment that is 

not significant and lower than the separate exposure of each of the examined agents. 

The registered effect did not drastically depend on the cadmium concentration (Fig. 

11-1). 

   The problem of estimating the combined exposure effects is connected, first of all,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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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igh possibility of an essentially non-additive response of biological objects. To 

measure the deviation of an observed response from an additive one and to classify the 

effect produced by a combined impact into the groups of additivity, synergism, and 

antagonism, an interaction coefficient Kw was used. Kw is determined [11-5] as a ratio 

of the increment induced by the combined action of two (or more) agents at levels X1 

and X2 to the sum of the increments of an examined effect produced by each factor 

separately:

                  , ,    

   where E(X1,X2)  the value of a biological effect under study, E(0,0)  the spontaneous 

level. The effect observed in the experiment is a stochastic variable and has a 

probability distribution; therefore, the Kw, interaction coefficient value is also a 

stochastic variable possessing an error of estimation. So, to assign the response of  

several stressors for an exposed biological system to the groups mentioned above, the 

statistical hypothesis on the equality of Kw to 1 is necessary. Then, if Kw ～ 1, the 

resulting effect of the combined action would be classified as an additive; if Kw is 

significantly below 1, as an antagonistic; and, if Kw is significantly above 1, as a 

synergistic.

   If the findings can be described in the terms of the effects addition, this will not add 

new information to our knowledge about the biological effect of the examined agents. 

There is a diverse situation when antagonism or synergism is observed. In Table 11-1, 

the values of Kw and results of testing statistical hypothesis regarding their equality to 

1 are presented for all the combinations of the examined concentrations of cadmium and 

137Cs. The results of the calculations in Table 11-1 confirm an availability of significant 

synergistic effects at the combinations of the minimum radioactive contamination density 

of 1.48 MB q/m
2
 with all the tested cadmium concentrations. When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of the soil increases in the cadmium background, the synergistic effect 

changes to the antagonistic one. 

   The experimentally observed effects in the combined exposure essentially differs from 

the sum of these contaminants individual effects. So, the combined effect of the 

minimum 
137
Cs contamination level and any examined cadmium concentration almost 70 

% exceeds the effect expected from the additive model. Conversely, in all the remaining 

combinations of the examined agents, the observed effect averages only 54 % of the 

anticipated results. Therefore, a usage of data on the Cd and 137Cs separate effects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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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cast the consequences of their combined exposure can lead to essential mistakes. 

      3.1.2. Damage severity in aberrant cells 

       Like the case of the separate exposures [11-3], the damage severity in aberrant 

cells defined as an average number of the aberrations in aberrant cells mainly depends 

on the presence of 
137
Cs, however, practically it does not depend on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density (Fig. 11-2). The increase of the damage severity in aberrant cells 

in the combined exposure in comparison to the soil contamination by cadmium alon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only one case of the lowest levels of the cadmium and 

caesium contamination (Fig. 11-2). Thus, the supplemental application of 
137
Cs in the 

cadmium-keeping soil produces the essential increase in damage severity in the aberrant 

cells.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the similar role pertaining to cadmium in the test of 

aberrant cells induction (Fig. 11-1).

From the positional relationship of the data in Fig. 2 a suggestion can be drawn that 

cadmium tends to decrease the damaging effect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Actually, 

the antagonistic interaction between cadmium and 
137
Cs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Table 

11-1) in the majority of the examined combinations. As a result, the level of the damage 

severity in aberrant cells observed experimentally averages only 66 % of the anticipated 

result from the additive model.

      3.1.3. Relative contribution of 
137
Cs and cadmium to the cytogenetic disturbance     

         induction

       From ANOVA, the contribution of a factor to the observed variance correlates 

with the mean sum of the squares (MSS) relating to this factor [11-6]. In Fig. 11-3 the 

normalized MSS values are presented for 
137
Cs and Cd, and for their interaction effects.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contributes to the induction of both the aberrant cells and 

damage severity in the aberrant cells much more than cadmium. The participation of 

caesium in cell damage is overwhelming as can be seen from Fig. 11-3.

   3.2. Combined exposure to 
137
Cs and Pb

      3.2.1. Aberrant cells frequency

       The aberrant cell frequency under the combined soil contamination by 
137
Cs and 

lead differs little from that caused by lead only (Fig. 11-4). As in the case of cad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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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esium, the maximum effect is registered in the combination of every examined 

concentration of the heavy metal with the minimum (1.48 MBq/m
2
) density of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that, used alone, did not result in any significant increase of 

the aberrant cell appearance [11-3]. If the lead concentration rises,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also grows (Fig. 11-4). However,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sses of 

aberrant cells frequency over the level induced by the separate exposure to 
137
Cs are 

caused by the combinations of the minimum level of the 137Cs soil contamination (1.48 

MBq/m2) with the lead concentrations of 150 and 300 mg/kg of the soil only.

   In contrast to the 
137
Cs + Cd combined exposure, the interaction in the 137Cs-Pb 

couple is of either additive or antagonistic type (Table 11-2). The confident antagonistic 

effects are registered when the contaminants are applied at high concentrations. The 

experimentally observed effect is only 63 % of the expected one from the additive model, 

on average. This clearly shows that based on the additive model forecast of cytogenetic 

consequences of the lead nitrate + 
137
Cs soil contamination can be incorrect in the 

examined ranges of their concentrations.

      3.2.2. Damage severity in aberrant cells 

       As for the separate introduction of the pollutants to the soil (see [11-3] and Fig. 

11-5), the lead presence did not change the damage severity in the aberrant cell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but radioactive contamination raised this considerably. The 

severity of damage in the combined soil contamination with the lead nitrate and 
137
Cs is 

confidently higher compared with both the control level (Fig. 11-5) and the level induced 

by the lead separately. At the same time, lead shows some protective effects since the 

Pb supplemental application to the radioactively contaminated soil reduces the damage 

severity in the aberrant cells (Fig. 11-5). This antagonistic effec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practically in all the examined combinations of 
137
Cs and Pb (Table 11-2). 

The observed level of damage severity in the aberrant cells averages only 66 % of the 

anticipated results from the additive model.

      3.2.3. Relative contribution of 
137
Cs and Pb to the cytogenetic disturbance

            induction

       The results of the variance analysis in Fig. 11-6 indicate that the value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mainly depends on the Pb exposure, and the severity of the 

damage is determined by caesium pollution. In the previous study [11-5], when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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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no radionuclide introduced into the soil but an acute radiation was used,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depended on the -irradiation dose and soil contamination with 

lead nitrate to the same degree, and the Pb exposure was decisive for the damage 

severity level.

   3.3. Combined exposure to 
137
Cs and 2,4-D herbicide 

     3.3.1. Aberrant cells frequency 

       As for the individual treatment ([11-3] and Table 11-3), the herbicide showed up 

as a strong mutagenic agent. In contrast, the radioactive soil contamination resulted in a 

significant cytogenetic effect only at the maximum density. At the combined 
137
Cs + 

2,4-D herbicide treatment, a decrease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 yield in comparison 

to the separate exposure of each of these factors is observed almost in all the cases 

(Table 11-3). The maximum aberrant cells frequency reliably differed from the 

spontaneous level as observed in the combination of 1 kg/ha of 2,4-D herbicide and the 

maximum radioactive soil contamination of 14.8 MBq/m
2
. Interaction coefficient values 

indicate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tagonistic effects for all the combinations of the 

contaminants (Table 11-3). Thus, in the whole range of the examined concentrations, the 

experimental effect essentially differs from the predictions of the additive model. The 

observed effect is only 33 % of the sum of the separate impact effects, on average. 

     3.3.2. Damage severity in aberrant cells 

       Data on the damage severity in the aberrant cells at 
137
Cs + 2,4-D exposure are 

presented in Table 11-3; the values are higher than in the control. Meanwhile, the 

values of the damage severity are below those observed in the separate exposure to 

137
Cs in all the cases (Table 11-3), i.e. the additional treatment with 2,4-D pesticide 

leads to a decreasing average number of aberrations per aberrant cell. This decreasing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the combination of 7.4 MBq/m2 of 
137
Cs + 1 kg/ha of 

2,4-D herbicide. The analysis of the Êw values (Table 11-3) indicates antagonistic 

interactions in all the investigated combinations of 
137
Cs and 2,4-D herbicide. The 

observed effect amounts to only 30 % of the sum of the separate impact effects. The 

heavy metals demonstrate the similar but less pronounced effect as shown above. The 

observed antagonisms may in part be due to the 2,4-D herbicide ability of inhibiting 

137
Cs ion uptake from the soil to a plan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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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Relative contribution of 
137
Cs and 2,4-D pesticide to the cytogenetic

          disturbance induction

       It can be seen in Fig. 11-7 that the herbicide makes a much greater contribution 

to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level than caesium in their combined application, but the 

radionuclide is more effective for aberrant cell damage. The interaction effects 

(antagonisms) are very notable in this case since the MSS values for the interaction of 

these two factors amount to 0.41 and 0.57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and damage 

severity, respectively. 

4. Discussion

   To our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on the assessment of the genotoxic effects 

as determined by the chromosomal aberrations frequency, with heavy metals, herbicide 

and radionuclides combined exposure to the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This study 

reveals that interactions of low level radioactive contamination with any level of the 

cadmium soil contamination act synergistically concerning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practically does not depend on the cadmium contamination, 

but reduces by increasing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density (Fig. 11-1), and the 

synergistic effects change to additive and antagonistic effects. In other words, cadmium 

that significantly raised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in the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in the conditions of separate contamination [11-3] does not introduce the 

determining contribution to the aberrations induction being used together with 
137
Cs. 

   It is reasonable to hypothesize [11-8] that the maximum intensity of synergistic 

effects occurs in the combinations of low concentrations of the agents. Indeed, the Kw 

value increases while the Cd concentration decreases and 
137
Cs is taken at the lowest 

level (Table 11-1). The response we obtained in our experimental conditions was 

different from the one obtained by Shima & Ichikawa [11-9]. They studied the 

mutagenic interaction between N-ethyl-N-nitrosourea and X-rays in the stamen hairs of 

a Tradescantia clone BNL 4430. The difference between the observed and expected 

somatic mutation frequencies tends to be lager after the combined treatments with 

higher doses. 

   A phenomenon of damage interaction induced in a cell by different mutagens is one 

of the mysteries of the mutation theory. If an assumption is accepted that the in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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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s are independent, the total frequency of mutations should be the sum of the 

effects produced by each factor. However, this is not always the case. The formation of 

primary DNA damage is only the first phase in the complicated and time-prolonged 

processes of damage recovery or transformation into chromosome aberrations. 

   Experiments on the genetic effect of the combined treatment (chemical agents + 

irradiation) of higher plant seeds [11-10] have shown that the mutagen interaction occurs 

at a primary damages level. Therefore, during the prolonged existence in a cell of the 

primary damages induced by one of the factors, the process of their transformation into 

a chromosome aberration may be modulated by the other acting factor. The nonlinear 

(synergism, antagonism) effects observed may be caused by the following: (1) a 

long-term existence and possible modifications of the primary damages; (2) possible 

changes in the efficiency of the repair systems; (3) an interaction between DNA and 

membrane damages; (4) a mitotic activity stimulation (repression) by one of the factors 

and the consequent reduction (increase) of the time for repairing the DNA damages. No 

doubt,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se events would be very useful in widening our 

knowledge about the mechanisms of nonlinear effects forming.

   While Pb and Cd ions are mostly non-mutagenic in bacteria, different types of 

cellular damage have been observed in eukaryotic cells. The results described in [11-1

1～11-13] demonstrate that the inhibition of the DNA repair processes is a common 

mechanism in metal-induced genotoxicity, but each metal exerts unique mechanisms of 

repair inhibition. The ability of some agents to modify the efficiency of the repair 

system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mutation frequency, due to those spontaneous and 

induced damages in the DNA molecule that are normally repaired. The explaining 

nonlinear effects is supported by experiments of different species (E. coli, D. radiodurans, 

S. cerevisiae, mammalian cells), which showed that, in the mutant strains for the repair 

systems, the synergistic effect was much less pronounced than in the wild-type strains 

[11-13, 11-14]. Moreover, for the isogenic strains of yeast, the synergistic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are most clearly pronounced in diploid cells of the wild-type, less 

appear in the haploid strains with the lowered recovery capacity, and was practically 

absent in the repair-defective mutants [11-15]. The same results were obtained in 

cadmium presence [16]. Let's take note, that the synergistic effects are more typical for 

the interaction of low-LET radiation with different agents [11-15] than of high-LET 

radiation that forms severe non-reparable damages, in combination with the same agents.

   The appearance of nonlinear effects also depends on the value and dos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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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entration) of the acting factors. In response to low level exposures, the contribution 

of nonlinear effects does not drop, but, conversely, usually increases. This is because, at 

low-dose treatments, a shape of the dose-effect curve is mainly determined not by the 

exposure value but by the features of a biological system and is often highly nonlinear 

[11-17]. Therefore, the combined exposure to different factors more often leads to the 

synergistic response at low doses and concentrations than at high exposure levels, when 

the adaptation capacities of the system are exhausted and its response lags behind the 

increase in the intensity of the impact.

   The results obtained in this study confirm the suggestion that the above-described 

mechanisms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synergistic effects. Indeed, the ionizing 

radiation is effective at inducing DNA single- and double-strand breaks leading to 

chromosome aberrations, cadmium is capable of interfering with the DNA transcription 

[11-18] and repair processes [11-11～11-13]. Therefore, these factors, taken together, can 

act synergistically. It is interesting that, in studies on the combined exposure of low 

concentrations of 232Th and Cd nitrates on Allium cepa root tip cells [11-19], the 

synergetic increase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was also revealed.

   Cd is a typical biologically unwanted metal and, penetrating the cell at high 

concentrations, can produce a strong toxic effect [11-20]. This can be the cause of the 

reliable antagonistic effects observed in this study at the combined exposure of high 

concentrations of 
137
Cs and Cd (Table 11-1).

   An implementation of primary damages induced by one damaging agent was 

essentially conditioned by impact intensity, concentration or temporal [11-3]. In the case 

of the combined treatment, a functional state of the biological system becomes very 

important; this was also shown in our experiments on Tradescantia and Allium cepa 

[11-21]. Therefore, this may be the reason why, irrespective of the test-object (barley, 

onion, spiderwort) and experimental conditions (soil or aqua cultures), there is a 

mitigation of the genotoxic effects at the combined exposure of Cd with other stressors 

(external acute and chronic -radiation, incorporated 
137
Cs and 

232
Th radionuclides, etc) up 

to the obvious and confident antagonism, when an intensity of the impact (concentration 

or time of exposure) increases [11-5, 11-19, 11-21]. The clear antagonistic effects of 

combined exposure to cadmium at high concentrations and γ-radiation or other metals 

were found in plants [11-22] and animals [11-23] as well.

   From the data presented, the addition of the lead and cadmium compounds to the soil 

together with the radioactive contamination results in the increase of the aberran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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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cy and a decrease of the severity of their injuries. However, there are also some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these heavy metals. First, cadmium shows itself as capable 

of synergistically increasing the mutagenic effect of low doses chronic exposure. The 

137
Cs + Pb soil contamination did not cause synergistic effects. Second, cadmium makes 

a considerably lesser contribution to the changes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Figure 

11-3 and 11-6). Third, while the synergism at the 
137
Cs + Cd combination registered at 

low levels of contamination changes into the antagonism with a radioactive 

contamination density increase (Table 11-1), the 
137
Cs + Pb couple tends to show an 

interaction of the antagonistic type (Table 11-2), and this tendency is maximally 

displayed at the 
137
Cs + 2,4-D combination (Tables 11-3); and this is similar for both 

tests of the "frequency of aberrant cells" and "severity of aberrant cell damage".

   Thus, the present work ascertains that the combined radioactive and chemical (heavy 

metals, herbicide) contamination can induce statistically significant synergetic and 

antagonistic cytogenetic effects in the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The 

experimentally observed response in most cases differs essentially from the additive one 

anticipated from the data on the separate effects of the factors. Considering the bulk of 

the data obtained now and before [11-5, 11-19, 11-21], the conclusion can be made that 

the synergetic intensification of cytogenetic effects induced by the factors of 

miscellaneous natures can be observed, as a rule, at their low level intensities. At higher 

concentrations (doses) or prolonged exposures, additive interactions occur more often, or 

antagonistic effects. 

   The results presented indicate the principled possibility for environmental factors to 

mutually intensify their biological effects in actual situations of technogenic low-level 

contamination of the biosphere. In environmental exposure levels, the safety margins in 

linear risk estimates might be small and not able [11-2] to cover an extra risk due to 

synergistic action. This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aking into account the possible 

effects of the synergetic and antagonistic types induced at the combined exposure of 

miscellaneous nature factors in estimating the consequences of a technogenic influence 

on the natural and agrarian ecosystems. 

5. Abstract

   The cytogenetic disturbance yield in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in the 

conditions of combined exposure to 
137
Cs, heavy metals (Cd, Pb) and 2,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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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lorophenoxyacetic acid) herbicide were studied. In most cases, the experimentally 

observed effects essentially differed from the values expected from an additive 

hypothesis. A bulk of data obtained in this work and earlier works makes one conclude 

that the synergetic increase in cytogenetic effects induced by the simultaneous influence 

of several factors of miscellaneous nature can be observed, as a rule, at low intensities 

of these factors. When a concentration/dose increases, additive, or antagonistic effects 

are more often registered. When combined with 
137
Cs contamination, antagonistic effects 

became more and more obvious as a second agent was changed from cadmium to lead, 

and then to herbicide, both by the "frequency of aberrant cells" test and "severity of 

aberrant cell damage" test. This finding suggests a principled capability of a mutual 

intensifica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actually exists in situations of low-level 

expo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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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1 . Interaction coefficient (Kw) values at the combined exposure to Cd and

          
137
Cs by the tests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and severity of aberrant 

          cells damage 

Cd, mg/kg

137Cs, MBq/m2

1.48 7.4 14.8

Aberrant cell  frequency

2 1.84* 0.76* 0.36**

10 1.74** 0.63** 0.32**

50 1.46** 0.65 0.50*

Severity

2 0.31** 0.70 0.73*

10 0.91 0.99 0.67*

50 0.61* 0.45** 0.58**

   Interaction coefficient (Kw) differs from 1, * - p<5%; **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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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2.  Interaction coefficient (Kw) values at the combined exposure to Pb and 

137
Cs by the tests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and severity of 

aberrant cells damage 

Pb, mg/kg

137Cs, MBq/m2

1.48 7.4 14.8

Aberrant cell  frequency

30 0.82 0.61 0.52*

150 0.74 0.54* 0.54**

300 0.75 0.53* 0.61*

Severity

30 0.84 0.95 0.61**

150 0.33** 0.82 0.48**

300 0.61* 0.49** 0.50**

  Interaction coefficient (Kw) differs from 1, * - p<5%; **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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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3. Interaction coefficient (Kw) values at the combined exposure to 137Cs and

         2,4-D herbicide by the tests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and severity of

         aberrant cells damage 

137
Cs, MBq/m

2

2,4-D herbicide, kg/ha
 

0 1 2 1 2

Aberrant cell frequency

% Kw

0 10.4±1.4 19.8±1.8° 22.2±1.9°

1.48 14.0±1.6 14.2±1.6 15.6±1.6 0.29** 0.34**

7.4 15.4±1.6 15.4±1.6 16.2±1.6 0.35** 0.35**

14.8 17.6±1.7° 16.6±1.7° 15.8±1.6 0.37** 0.28**

Severity

° Kw

0 1.13±0.11 1.21±0.12 1.17±0.09

1.48 1.93±0.10° 1.41±0.08° 1.40±0.15° 0.32** 0.32**

7.4 1.76±0.10° 1.48±0.29 1.39±0.11 0.49* 0.39**

14.8 2.02±0.13° 1.26±0.05 1.27±0.10 0.14** 0.16**

(° -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rresponding control, p<5%.

Interaction coefficient (Kw) differs from 1, * - p<5%; ** -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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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Frequency of aberrant cells in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at 

combined Cd and 
137
Cs contamination. (*) difference from the control is 

significan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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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Damage severity in aberrant cells of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at combined Cd and 
137
Cs contamination. (*) difference from the control 

is significan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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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3. Relative contribution of 137Cs- and Cd- induced effects, and their 

interaction to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and severity of damage in 

aberran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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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4. Frequency of aberrant cells in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at combined 

Pb and 137Cs contamination. (*)  difference from the control is significan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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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5. Damage severity in aberrant cells of spring barley intercalar meristem at 

combined Pb and 137Cs contamination. (*)  difference from the control is 

significant, p<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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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6. Relative contribution of 
137
Cs- and Pb- induced effects, and their 

interaction to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and severity of damage in 

aberrant cells.



- 194 -

                       

Aberrant cells Damage severity

0.19

0.31

0.40

0.12

0.41

0.57

Cs-137
2,4-D
Interaction

Aberrant cells Damage severityAberrant cells Damage severity

0.19

0.31

0.40

0.12

0.41

0.57

Cs-137
2,4-D
Interaction

Cs-137
2,4-D
Interaction

Fig. 11-7. Relative contribution of 
137
Cs- and 2,4-D herbicide- induced effects, and 

their interaction to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and severity of damage in 

aberrant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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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  선량 감마선의 세포유 학  향과 선량-반응 계의 비

선형성

        [Cytogenetic effect of low dose γ-radiation in Hordeum vulgare  germs: 

non-linear dose-effect relationship]

1. Introduction

   In our natural environment biota, as a whole, including man, is chronically exposed to 

low doses and dose rates of ionizing radiation. Many places around the world have high 

levels of natural background radiation, and environmental exposure in these places can 

reach significantly higher levels. Humans' nuclear activities also can substantially 

increase environmental exposure levels. An estimation of biological effects produced by 

low-level radiation is a complex problem that includes many unsolved questions of 

modern biology.A correct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low doses is one of the important 

topics of radiation biology since a new developing concept of radiation protection for 

humans and the biota should be based on a clear comprehension of how the 

consequences of low level exposure appear. 

   Since the early 1930s it was considered to be the case [12-1], that the yield of 

mutations per unit of dose is the same at both low and high doses (the linearity), and it 

was supposed [12-2] that a charged particle, interacting directly with a chromosome, 

produces irreversible modifications in genes (the non-thresholdness). These postulates 

were taken as a background for the currently prevalent linear non-threshold (LNT) 

concept [12-3] that states an absolute danger of any radiation level. 

The ionizing radiation effect on a molecular level is actually non-threshold, because the 

energy of any charged particle exceeds the binding energy in biological macromolecules. 

However by the middle 50s, it became obvious that the notions used for the high dose 

effects could not be mechanically transferred and applied in an analysis of the biological 

effects of low doses. N.V. Luchnik and N.W. Timofeeff-Ressovsky were the first who 

showed abnormal responses of different biological objects to a low dose exposure [12-4, 

12-5]. A lot of water has run under the bridge since then. The accumulation of 

experimental data has shown a possibility of modifying the mutation process results in 

miscellaneous factors, and also that the primary damages of DNA molecules are cap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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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covering by means of repairs. This has radically changed the conceptual basis of 

our comprehension of the mutation process.

   Many facts have now been accumulated which are impossible or very difficult to 

explain by means of the LNT hypothesis. An application of the precise cells survival 

assay has allowed to establish [12-6] a composite nonlinear dependency at doses below 1 

Gy in a variety of mammalian cells. The low-dose survival response was biphasic, 

comprising of a region of hypersensitivity (0 to 0.25Gy) followed by an increased 

radioresistant response (i.e. a decrease in the effectiveness of radiation to kill cells per 

unit of dose) as the dose increased to 1 Gy. Additionally, a relationship between an 

intensity of this phenomenon and the cells radiosensitivity was established. More 

radioresistant cells were more sensitive to low doses. It has been postulated [12-6, 12-7] 

that this hypersensitivity gives way to the normally recognized resistance in the 

shoulder region because of an adaptive process involving an increase in the DNA repair 

capacity as a result of the irradiation of the cells. This has not yet been proven at the 

molecular level, but the in vitro data shows that a small priming dose can cause an 

increase in the resistance to a subsequent higher dose, that this resistance fades with 

time, and that the development of this resistance can be blocked with a protein synthesis 

inhibitor [12-7].

   An increasing level of cell death and the flat dose response occurs when two human 

cell strains are exposed to low doses of low-LET radiation [12-8, 12-9]. An analysis of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the bystander effect and the effect attributable to the direct 

interaction of the radiation with a target cell shows [12-9] that, for this human cell 

lines, the bystander effect is predominant at doses below 0.5 Gy. This suggests that the 

mechanisms underlying this phenomenon are potentially of great importance in assessing 

the consequences of radiation damage.

   The most exhaustive information concerning the dose-effect relationship in the low 

dose region has been accumulated on the frequency of chromosome aberrations induced 

by low-level radiation in human peripheral lymphocytes. The detailed analysis of 

dose-response curves at low doses performed in [12-10～12-12] showed that the 

numberof radiation-induced dicentrics at doses below 40 mGy does not exceed the 

control level. Moreover, all six data points obtained in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ithin the dose range of 3-10 mGy were found to lie (sometimes statistically 

significantly [12-10]) below the corresponding control values. Whether this is the 

evidence of an actual threshold or the product of large statistical uncertainties at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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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doses was debated in [12-12]. At higher doses, some authors [12-13, 12-14] have 

found essential deviations from linearity and the presence of a plateau in dose-response 

curves. 

   On Chinese hamster and human melanoma cells, the dose - effect dependencies in a 

range of 10-2000 mGy were investigated [12-15]. The nonlinearity of the dose-response 

curves was shown by all the cytogenetic assays used (metaphases and anaphases 

methods of chromosome aberrations analysis, micronucleus test). It is important, that the 

nonlinearity was found in both synchronized and non-synchronized cultures of the 

Chinese hamster cells. Consequently, a shape of the dose - effect curves depends on the 

whole population radioresistance and is not determined by the response of a sensitive 

subpopulation of cells at a certain cell cycle phase. These findings are best supported by 

the results shown in [12-16, 12-17].

   Plants are an important component of any ecosystem. They derive energy from the 

sun and convert it to organic compounds. A wide spread occurrence in nature and the 

possession of formative embryonal tissues (meristems) that are analogous to critical 

organs of the mammalians in the sensitivity to an adverse exposure [12-18] make the 

higher plants a convenient object for biological monitoring [12-19] and studying the 

fundamental mechanisms of mutagenesis. A study of seedlings' meristem cells, which 

state appreciably determines a genetic development programme, productivity and 

adaptation potential of the plants, is of a special interest. However, until now, plant 

bioassays have rarely been used for studying the effects of low doses of ionizing 

radiation. It is also important to determine the cytogenetic effects of radiation in plants, 

which constitutes a poorly explored field, although plants are often [12-20, 12-21] 

confronted with exposure to low radiation doses in contaminated areas.

   An investigation of the dose dependency for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yield in the 

fibroblasts of Chinese hamster and Vicia faba germs in a range of 0 2.5 Gy [12-22] 

showed that these test objects belonging to different taxonomic kingdoms demonstrated 

non-linear responses and the presence of plateaus in dose-response curves as well. An 

important finding was recently [12-23] published about the induction of chromosome 

aberrations by doses ranging from 0 to 10 Gy in root meristem cells of 6-day-old Pisum 

plantlets. The dose-effect curves showed non-linear responses, especially in the dose 

range (0 1 Gy), with notably higher biological effects of the low doses than expected. A 

steep increase of aberrations was observed for cells exposed to 0.4 Gy, followed by a 

plateau for doses up to 1 Gy.   



- 198 -

   The results of the dose-response studies form the background for developing theories 

of induced mutagenesis. Therefore, the goals of the present work were (i) to investigate 

the induction of chromosome aberrations with doses ranging from 0 to 1 Gy in Hordeum 

vulgare germs; and (ii) to examine the overall shape of the dose-effect curves and to 

test whether or not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yield linearly depends on a dose in this 

range. 

2. Materials and methods

   2.1. Test organism

       Spring barley (Hordeum vulgare L., variety Zazerskiy 85), one of the most 

genetically studied crops [12-24], was used. Barley is a convenient object for studies of 

induced chromosome aberrations because of its few (2n = 14) relatively large (6-8 m) 

chromosomes which are easy to identify. A frequency of anaphase cells with 

chromosomal aberrations in the root meristem cells was used as the endpoint of the 

genotoxicity. 

   2.2. Irradiation and root tip fixation

       The seeds were soaked for 24 h in distilled water at 0 0 inthe darkness to 

synchronize the cells' division. They were allowed to germinate for 12-16 h at 24 0. γ

-Rays were produced by a 
137
Cs external source, which delivered -rays at a dose rate of 

0.5 Gy h-1. A dose range comprised between 0 and 1 Gy, namely: control, 10, 50, 100, 

150, 200, 300, 500, 750 and 1000 mGy were applied in order to observe the overall shape 

of the dose-effect relationships on the chromosomal aberrations induction. After 

irradiation, 20-70 seedlings per dose point displaying a root length of  10 mm long were 

immediately fixed in acetoalcohol (1:3).

   2.3. Cytogenetic analysis

       Cytogenetic analysis at ana- and telophases was performed in temporal squashed 

preparations stained with aceto-orcein as described earlier [12-20, 12-24]. All slides were 

coded and examined blindly. In each slide, all ana-telophase cells (700 2700 cells per 

dose point) were scored to determine the fraction of cells with aberrations. The 

aberration spectrum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 separation of chromatid (si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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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hromosome (double) bridges and fragments, as well as the identification of the 

lagging chromosomes. 

   2.4. Statistical analysis

       A volume of cytogenetic data picked up in the experiment was estimated and 

optimised by a method of empirical distributions analysis that allows us to find the 

optimum sample size required for an estimation of the examined parameters with a 

relative probable error at the given confidence level for each treatment variant [12-25]. 

A quality of data approximation with two different mathematical models was estimated 

by the Hayek criterion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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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R12 and R22 are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s for models 1 and 2,  - 

degrees of freedom in model 2. H-statistics follows the Student distribution. After 

computing the H-value and choos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the conclusion can 

be drawn whether model 2 fits the experimental data significantly better than model 1. 

   A choice of the model with an optimum ratio of the complexity and goodness of data 

fitting was carried out by the criteria of structural identification T [12-27].

3. Results 

   3.1. Aberrant cells frequency 

       The results of the cytogenetic analysis are presented in Table 12-1.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hardly changes in the dose range of 50 - 300 mGy and considerably 

exceeds the control level. However, the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ata with the Student 

test shows that the cytogenetic disturbance yields differ from the control confidently 

only when the radiation dose is equal or over 300 mGy. Meanwhile, the nonparametric 

Kolmogoroff-Smirnoff test, with the mean value of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significantly (p<0.05) exceeds the control level after irradiation at doses of 50 mGy and 

over.

   In light of the conflicting results obtained from the common statistical procedures, 

other statistical methods especially meant for deriving a reliable statistical assessment of 

a small sample volume are worth consideration. One such tool is a bootstrap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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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ed in some of our previous works, in particular, for the analysis [12-28] of the 

genetic consequences of the Chernobyl NPP accident. An idea for this method 

development was conditioned by an increasing recognition of the fact that the classical 

statistical procedures basedon the method of maximum likelihood do not allow to derive 

all the available information from a sampling. In contrast to the traditional statistical 

methods, the bootstrap is based on a multiple handling of different parts of a sampling 

and the comparison of the information obtained in that way [12-29]. The 

bootstrap-estimates have such properties as an asymptotic optimality and local 

asymptotical minimaxity [12-29].

   For every dose, a bootstrap-distribution of the mean values of the aberrant cell 

frequency was reconstructed by the Monte Carlo means. Averages and standard errors 

of these bootstrap-distributions are presented in Table 1 (the number of 

bootstrap-realizations B=100). An application of a set of parametric and nonparametric 

tests to analyse the bootstrap-samplings shows that they are robust to a sufficient 

degree, i.e. their basic properties (the distribution law and values of the key parameters) 

do not change from one random Monte-Carlo realization to another and do not depend 

on the number of realizations (B). The mean values of the aberrant cell frequency 

obtained by the usual method lay within the limits of the bootstrap confidence intervals 

(Table 12-1).

   The new estimates of variances reveal differences between samplings, which the 

classical statistical methods failed to detect. The dose range itself divides into three 

parts (Table 12-1) such that there are essentially different regularities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 yields within these dose ranges. The dependency of the response on the 

dose value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in the range of 500 - 1000 mGy (Part 3), while 

this is not the case in the range of 50 - 300 mGy (Part 2). The absolute term of the 

linear regression model for Part 2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spontaneous level of 

the aberrant cell frequency; this actually confirms the presence of a plateau distinct from 

the control. Let's note, that an arising inference about the non-linear character of the 

dose-effect dependence follows from the experimental data only and not from any 

hypothesizes, extrapolation models or other speculations.

   3.2. Analyses of inter-cellular aberration distributions and the types of

       chromosome aberrations

       It is common knowledge [12-30, 12-31] that the primary damage to chromos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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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parsely-ionizing radiation is randomly distributed between the cells according to 

the Poisson law. However, depending on both the dose and dose rate, complicated and 

time-prolonged processes of a primary DNA damage recovery or transformation into 

chromosome aberrations can essentially be modified. First of all, this is conditioned by 

the existence of a set of reparation systems in a cell, which induction and efficiency 

depend on the nature of the primary damages, their quantity, location in the spatial 

patterns of the chromatin, and intracellular medium conditions. In a low dose range, the 

effect of cell-to-cell communication (bystander effect) might also be relevant [12-9]. 

Therefore, a final distribution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between cells can 

essentially differ from the primary damages distribution. Moreover, the more appreciable 

the role of the recovery systems and cell-to-cell communication the more the distribution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will differ from the Poisson law. So, the treatment of the 

irradiated cells with DNA repair inhibitors [12-32] leads to an increased likelihood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distribution among the cells and the Poisson law. This confirms 

the above assumption on the role of repair.

   The data on the distributions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among the root 

meristem cells are presented in Table 12-2 (distribution type I). Lagging 

chromosomesare not taken into account in the distributionsanalysis for the mechanisms 

of their appearanc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the single and double chromosome breaks. 

The goodness-of-fit of the empirical distributions by the Poisson law can be tested in 

several ways based on the Poisson law's properties [12-33]. A check carried out showed 

an inherent difference between the empirical and theoretical distributions in all the cases. 

In particular, for the theoretical Poisson distribution, a ratio between the average (m) 

and variance (s2) values is close to 1 [12-33]. Therefore, if this ratio fails in a deviation 

of the distribution of cytogenetic disturbances among the cells observed in an 

experiment, a primary damages distribution should be concluded. It can be seen in Table 

12-3 that differences between the m and s2 values are essential in all the cases except 

the control. 

   A distribution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betweenthe cells contains information 

not only about the contribution of the recovery processes of the cell responses to 

irradiation, but also about the forming mechanisms of this response. In nature, a 

prevailing manner of a response to stressful exposure is an answer via life-or-death 

decisions [12-31, 12-34]. In our case, this means that the modification of the effect is 

carried out through changing the damaged cells' number instead of a severity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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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y. The p53 protein plays a key role in the realization of this mechanism in the 

cellular level [12-34]. Let's test whether the life-or-death hypothesis meets the data 

obtained in this study.  

   The life-or-death response is described by the confluent Poisson distribution [12-31]. 

According to this law, a probability for a cell not to have damage is equal to

                            p0 = e-m + q(1 - e-m),

and a probability that a cell has n damages is 

                       pn=pe-mmn/n!,                     (1)

   where m is the mean number of aberrations per cell; p = 1 - q is a probability of 

the primary damage realization.

   N. V. Luchnik [12-31] suggested a procedure for estimating p and m parameters of 

the confluent Poisson distribution. Having p and m values estimates, the distribution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among the cells expected from the life-or-death hypothesis 

is to be calculated by formula 1. The results are presented in Table 12-2. There is no 

calculated data for the control, and 10 and 50 mGy doses because the parameters of the 

confluent Poisson distribution are impossible to assess when the severity of the aberrant 

cell's damage equals 1. Since the value of 2-statistics is a measure of the deviation of a 

theoretical model (in this case, classical or confluent Poisson distribution) from the 

experimental data [12-33], the calculation results (Table 12-2) show that the confluent 

Poisson law better describes the available empirical information then the classical 

Poisson distribution. Comparing these results with the findings in [12-35], in our case, 

the conformity between the experimental data and the confluent Poisson law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all the cases. The results obtained seem to suggest an 

essential contribution of indirect mechanisms of the radiation-induced mutagenesis in a 

cell's response to the low dose irradiation. A similar explanation has been advanced by 

other scientists [12-6, 12-7, 12-9, 12-15, 12-36, 12-37]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from other objects and tests-systems.

   Numbers of chromosome aberrations of different types and their relative contributions 

are presented in Table 12-4. The statistical analysis shows that, as in the case of 

hexaploid wheat seeds exposure [12-38], the total number of aberrations increases with 

dose but there is no modification of their relative spectrum. Chromosome laggings and 

chromosome (double) aberrations are the prevailing types of cytogenetic disturbances (43 

% and 47 %, accordingly) as in the control with irradiation; the yields of chromatid 

(single) aberrations are considerably smaller (10 %). Therefore our observation of the 



- 203 -

aberration types indicates that radiation especially influences the mitotic spindle function. 

Indeed, mitotic spindles are known to be sensitive to radiation [12-23].

   Chromatid aberrations were the predominant type of cytogenetic disturbances inwheat 

[12-38] and barley [12-39] seeds with irradiation. The essential difference (Fig. 12-1) in 

the induced mutations spectrum in seeds and seedlings' irradiation seems to be linked to 

the biological singularities of the dormant seeds. A part of the -induced G1-phase 

primary damages is not only capable of forming genuine mutations in other phases of 

the same cell cycle, but also of passing through a number of mitoses to form terminal 

mutations long after the exposure, asit was shown in experiments on Crepis 

capillarisseeds [12-40].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by other researchers [12-41].

   3.3. Analysis of dose-effect relationship

       

   The data on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in Table 12-1 suggests an essential 

deviation of the dose dependency from linearity in the whole dose range and no dose 

dependency in the range of 50～300 mGy. Whether or not there is an important deviation 

from linearity that actually exists in our experimental conditions? A correct answer to 

this question should be grounded on the comparison of goodness-of-fit of the 

experimental data for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occurrence by mathematical models of 

different complexities. The most interesting models are linear and piecewise linear 

models. The latter model supposes the non-linearity of a dose dependency and the 

presence of a dose-independent plateau in a certain dose range: 

F(D)= {      a1+(a2-a1)/D1*D,    D<D1
     a2,                D1<D<D2             (2)
     a3+(a2-a3)/D2*D,    D>D2,

   where F(D)  aberrant cells frequency, (%); D1 and D2  the lower and the upper 

limits of the plateau; a1, a2, a3  parameters. 

   The parameters of the linear model in this study were determined by the linear 

regression tools [12-42], while the piecewise linear model parameters were defined from 

the minimization of the following func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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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ch is the sum of the squared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data Fi(D), 

Ni ,1∈  and a family of specified parametric piecewise linear functions {F(D)}by the 

method of a coordinatewise descent [12-43]. Numerical experiments showed that the 

optimisation problem has one stable solution in a 5-dimentional functional space, and it 

is independent from an initial approximation. From the calculations, the dose-independent 

plateau lies within the D1 = 56 mGy and D2 = 467 mGy limits, the levels of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at a zero dose (spontaneous) and within the plateau are a1 = 

0.56 % and a2 = 1.52 %, accordingly. 

   It is common knowledge [12-44] that a predictive reliability of a model falls down if 

the number of free parameters increases. This is why, a linear model is advantageous as 

one of the simplest models. As a result of this, the current practice of plotting data on a 

linear dose scale for a wide range of doses will mask any effects occurring at low 

doses, which deviate from a linear or linear-quadratic dose-effect relationship. This 

technique may obscure the underlying relationships. Indeed, the dose-effect curve 

observed in our study at sufficiently low doses would not be detected if plotted together 

with high-dose data in a linear dose representation. In our opinion, the main advantage 

of the linear non-threshold (LNT) conception consists in these, purely mathematical 

properties of a linear function providing the current prevalence of the LNT, while its 

biological fundamentals are quite contradictory [12-45～48]. 

   It is apparent from the results presentedin Fig. 12-2, even without using precise 

quantitative criteria, that the piecewise linear model (line 2 in Fig. 12-2) fits the data 

much better than the linear one. It is important, that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approximation is not reached on the account of the model complicating (the calculation of 

the structural identification criterion T [12-27] (see Table 12-5), which explicitly involves 

a penalty for model complexity, evidences that) but because it is possible to achieve a 

mutual conformity (or, in other words, functional isomorphism) between a biological 

phenomenon and its mathematical model with a set of the piecewise linear functions. 

The comparison of approximation quality that can be achieved by models of different 

complexity by the most common quantitative criteria (Table 12-5) testifies to it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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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Hayek criteria (Table 12-5) that permits an objective compare the goodnesses 

of experimental data fitting by different models, the piecewise linear model assuming 

nonlinearity of the dose-effect dependency and the presence of the plateau fits the 

cytogenetic disturbances occurrence in the low dose range much better than any other 

among the tested models (and, in particular, the linear). 

4. Discussions

   Cumulative to the present [12-49～52] experience of radioecological investigations 

which testifies that the wide scale release of radionuclides in the environment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the biota, including abnormalities on an ecosystem level. The 

South Urals (1957) and Chernobyl (1986) accidents are the most dramatic example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dose values per unit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density 

obtained by plants and animals from radioactive fallout can exceed the values for 

humans by a factor of 10-300 [12-49, 12-50]. Bearing in mind a close radiosensitivity of 

humans and a number of edificator species, determining functioning and stability of 

ecosystems (coniferous trees, many mammalian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doses 

absorbed by humans and environmental objects makes clear that a special attention is to 

be paid to the radiation protection of plants, animals and their communities. 

   The use of the LNT extrapolation in the radiological protection practice has been 

justified until now by a lack of reliable data on the effects of low doses, which is partly 

due to the difficulties of epidemiological studies and dosimetry problems with regards to 

low doses and dose rates. This approach, reducing the complex to the simple, has been 

favoured by the decision-makers, who ar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ing an 

easily applicable regulatory framework. However, a validity of the LNT concept needs to 

be verified since its experimental and epidemiological background is highly controversial 

[12-45～48]. The risk of this reductionism causes a great uncertainty concerning the 

capacity of the protection system to effectively meet its objectives. Our findings give 

further evidence that the models founded on the LNT concept are inconsistent with the 

available experimental data as well.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either to originate the 

consistent scientific base of LNT, or, having proved its scientific incompetence, to 

develop a new formalistic method for cost/benefit analysis at different levels of radiation 

exposure.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the confirmation or the rejection of the L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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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will permit the construction of reliable models that will avoid the uncertainty 

concurrent for the modern scientific base of radiation protection norms for humans and 

biota.

   It has also become apparent that the existing paradigm governing radiobiology cannot 

suggest a satisfactory explanation for the phenomena of radiation-induced genomic 

instability [12-53, 12-54] and the bystander effect [12-9]. These effects cannot be 

explained in terms of structural or sequence changes to specific genes caused by the 

damage inflicted directly to the DNA by ionization events. But the experimental evidence 

to support the existence of both effects is unassailable now. This makes epidemiological 

studies particularly difficult to interpret since the relevant aspect of the genetic 

background is uncharacterized. Future studies will provide a greater clarification of the 

complex interrelationships that are involved.

   For human lymphocytes, an increase of the aberration frequencies above the control 

values commences at low LET radiation doses of about 30～50 mGy [12-10～12]. In the 

present study, a steep increase of the irradiation effect is observed for the same (50 

mGy) dose. For higher doses we found the plateau (50～300mGy). The deviation from 

linearity and drastic slope modification of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 might be due to 

an efficient threshold repairing system [12-55], probably triggered by a certain dose 

below 50 mGy. By the inclusion of inducible radioprotective mechanisms in the 

radiobiological models it was possible to explain the plateau in dose-response 

relationships for cytogenetic disturbances [12-56] and neoplastic transformations [12-57]. 

It is therefore not surprising that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s for cytogenetic 

disturbances can significantly deviate from the linear. So, the dose-effect curve for the 

range of 0  1000 mGy definitely can't be considered linear. This curve type is similar to 

the dose-effect curves described elsewhere [12-6, 12-13～15, 12-22, 12-23]in animals and 

plants, characterized by a pronounced effect (hypersensitive response) in the range of 

low doses. Therefore, such a shape of the dose-response relationship is evidently not 

accidental and reflects qualitative singularities of a cell's response within the low dose 

range.

   Up to now, an overwhelming point of view has assumed [12-3, 12-58] that the direct 

induction of alterations in the genetic structure is paramount for the deleterious biological 

effects of radiation in a wide dose range, including low doses. However, plenty of 

experimental studies emphasize that a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forming an adequate cell response to low dose exposure [12-5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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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12-60]. As a genes expression can be changed [12-59] by signals from 

neighbouring cells, perturbations of the gene expression pattern do not necessarily have 

to be caused by damage to the DNA. The collective cell's involvement in the response 

to a low dose exposure unambiguously rejects thepossibility of interpreting these findings 

from the positions of somatic mutagenesis and determines the natural thresholds of the 

observed effects. The pronounced nonlinearity of the cell's response to low doses 

testifies that the genetic effects within this range are related to the peculiar features of 

the realisation of cellular response to a weak exposure rather than the direct damaging 

effect of ionizing radiation or other factors of a physical or chemical nature. The 

previous results of other authors [12-6, 12-7, 12-9, 12-15, 12-36, 12-37, 12-53, 12-60, 

12-61] obtained from different objects and tests-systems support this statement. 

   An adaptive response to a low dose exposure is a fundamental biological phenomenon 

shown in many objects belonging to different taxonomic kingdoms - bacteria, plants, 

insects, fish and mammalians, - both in vitro and in vivo [12-34, 12-55, 12-62]. If toxic 

agents irrespective of there origin cause DNA damage, at low concentrations they should 

principally be considered also as stimulating the physiological DNA damage control 

system. The lowest dose or dose rate value, which is still capable of inducing damage 

control system, can be considered as a threshold of significant damage for a cell. Since 

the non-radiation DNA damage far outweighs [12-48, 12-63, 12-64] damage from a low 

dose and low dose rateof low-LET radiation (for example, the ratio of metabolic DNA 

damage to radiation DNA damage from a low-LET background of 10 mGy/y is 106 

[12-48]), the low-dose induction of the DNA damage control system affects mainly the 

DNA damage from non-radiation sources. So, the dose-effect curve in this range 

definitely can't be considered linear.

   Since the regularities of radiation-induced structural mutations are a cytogenetic 

appearance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organization and functioning of the 

eukaryotic genome, the experimentally observed [12-6, 12-9, 12-15, 12-61] hypersensitive 

response to low doses of a number of physical and chemical factors contrasts with the 

high reliability of genome intrinsic for the eukaryotic organisms [12-63]. Such a 

sensitivity to weak disturbances of environmental parameters is of adaptive importance 

and directed [12-55] towards an increase of the probability of cell population survival by 

means of: (i) activation of the processes reducing the amount of genetic damages 

(adaptive response); (ii) programmed death of "unwanted" cells, that are no longer 

needed by the organism or bearing potentially dangerous alterations (apoptosis);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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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 of the genetic diversity in the cells (SOS-repair, coherent transposition of 

mobile genetic elements, genomic instability) with a subsequent selection of the most 

suited variants. 

A non-specificity of the regularities studied and a wide spectrum of the objects for 

which these are observed provide evidence that we are dealing with a general biological 

phenomenon. The basis for the cellular response to low-dose irradiation and a weak 

exposure of other external factors is fundamental evolutionary-conserved mechanisms for 

ensuring stability of living systems that were developed long before multicellular 

organisms emerged. In fact, ionising radiation has become a widely used tool for 

studying cellular and organism responses for low-level external impacts, and it serves to 

enhance our understanding of the adaptive process as well. Just as the phenomenon of 

DNA molecule repair discovered by radiobiologists has gone far beyond the scope of this 

science and is undoubtedly for general biological importance, the established 

radiobiological studies regularities of the biological effect of low-dose ionizing radiation 

are not artefact or some exotic "anomalous"reaction but one of the natural manifestations 

of the fundamental (being a basis for life) mechanisms for ensuring the living systems 

resistance and the possibility of their adaptation to the varying conditions of the 

environment. 

5. Abstract

   The induction of chromosome aberrations in Hordeum vulgare germs irradiation is 

studied for the dose range of 10 to 1000 mGy. The relationship betweenthe frequency of 

aberrant cells and the absorbed dose is shown to be nonlinear and have a 

dose-independent plateau within the range of 56 467 mGy where the level of cytogenetic 

damage statistically significantly distinguishes from the spontaneous level. The 

comparison of the goodness of the experimental data fitting with mathematical models of 

different complexity, using the most common quantitative criteria, demonstrates the 

benefit of the piecewise linear model over the linear and polynomial ones in 

approximating the cytogenetical disturbances frequency. The results of our study also 

support the conclusion about indirect mechanism of induced by low doses or dose rates 

mutagenesis. Fundamental and applie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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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1. The aberrant cells frequency in irradiated barley germs calculated by

common and bootstrap procedures 

Dose (mGy) Cells scored

Aberrant cells frequency (% ± st.er.)

Common  

method

Bootstrap 

method
CI

0 1676 0.57±0.25 0.592±0.003 0.542÷0.642

Part 110 1396 0.74±0.26 0.729±0.003 0.675÷0.783

50 2632 1.41±0.25 1.427±0.003 1.378÷1.476

100 1898 1.49±0.29 1.495±0.003 1.441÷1.549

Part 2

(plateau)

150 1604 1.58±0.27 1.590±0.003 1.537÷1.643

200 1295 1.42±0.26 1.423±0.003 1.370÷1.477

300 1989 1.44±0.22* 1.422±0.002 1.374÷1.470

500 665 1.76±0.47 1.755±0.005 1.658÷1.853

Part 3750 674 2.97±0.66* 3.015±0.006 2.899÷3.131

1000 1325 4.53±0.56* 4.617±0.005 4.511÷4.723

*,‐Difference from the control is significant, Student test; p < 5 %

CI 95% confident interval for bootstrap‐estim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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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2. Distribution probabilities of aberrations per cell at different doses and 

goodness of their fitting by Poisson and confluent Poisson laws

Dose (mGy)
Distribution 

type

Cells containing different number 

of aberrations χ
2
‐test

0 1 2

0 I 1671 5 0

10 I 1389 7 0

50 I 2613 19 0

100

I 1888 6 4

II 1888.0 6.8 2.4 0.054

III 1884.1 13.9 0.1 1.126

150

I 1592 10 2

II 1592.0 10.2 1.6 0.003

III 1590.1 13.9 0.1 0.272

200

I 1515 13 1

II 1515.0 13.0 0.9 0

III 1514.1 14.9 0.1 0.058

300

I 1972 15 2

II 1972.0 15.1 1.7 0.001

III 1970.1 18.8 0.1 0.195

500

I 651 12 2

II 651.0 12.2 1.7 0.002

III 649.2 15.6 0.2 0.212

750

I 664 8 1

II 664.0 8.1 0.9 0

III 663.1 9.9 0.1 0.088

1000

I 1295 27 3

II 1295.0 27.2 2.6 0.001

III 1292.4 32.2 0.4 0.211

 

 Distribution type: I – empirical, II – confluent Poisson, III - Pois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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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3. Checkout of correspondence between the empirical distributions of 

aberrations among cells and the Poisson law 

Dose (mGy) m s
2 ( )

2

2

s
sm −

, %

0 0.002983 0.002973 0.4

10 0.005014 0.003560 40.8

50 0.007219 0.001883 283.3

100 0.007376 0.002611 182.5

150 0.008728 0.003085 183.0

200 0.009810 0.003232 203.6

300 0.009553 0.002485 284.4

500 0.024060 0.007304 229.4

750 0.014859 0.007298 103.6

1000 0.024906 0.003662 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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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4. Structural mutations spectrum in irradiated barley germs 

Dose 

(mGy) 

Aberrations 

total

Aberrations of different 

types 

   

 

Percent contribution of aberrations of 

different types 

g f' m' f'' m'' g f' m' f'' m''

0 10 5 1 1 2 1 50.0 10.0 10.0 20.0 10.0

10 12 5 0 0 3 4 41.7 0 0 25.0 33.3

50 39 20 1 3 7 8 51.3 2.5 7.7 18.0 20.5

100 34 20 0 0 4 10 58.8 0 0 11.8 29.4

150 26 12 0 2 2 10 46.1 0 7.7 7.7 38.5

200 20 8 0 0 8 4 40.0 0 0 40.0 20.0

300 35 16 0 1 6 12 45.7 0 2.9 17.1 34.3

500 18 2 4 3 2 7 11.1 22.2 16.7 11.1 38.9

750 20 10 0 0 4 6 50.9 0 0 20.9 30.9

1000 63 32 2 10 8 11 50.8 3.2 15.9 12.7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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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5. Comparison of approximation qualities of experimental data by various 

models

SSR – squared sum of residuals;  F – Fisher statistics

Model SSR F R
2
 (%) T H

Linear 1.35 62.7 88.7 0.34 14.3

Piecewise linear 0.03 1829.3 99.7 0.03

Polynomial of degree 2 0.87 88.5 92.7 0.37 11.4

Polynomial of degree 3 0.49 139.2 95.9 0.33 8.5

Polynomial of degree 4 0.14 435.8 98.9 0.14 4.0

Polynomial of degree 5 4.25 7.2 64.3 6.37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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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1. Relative proportions of aberrations of different types in irradiated 

spring barley seeds and seedlings. 1  chromatid (single) aberrations; 2  

chromosome (double) aberrations; 3  lagging chromos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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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2. Frequency of aberrant cells in barley germs exposed to low 

radiation doses and approximation of the data with linear (1) and 

piecewise linear (2)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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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외기여도

   총 2년 7개월에 걸친 연구기간 (2001. 12～2004. 06)에 하여 연도별로 설정한 연구개발 

목표  연구범 는 다음과 같다.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내용  범

1차년도

(01.12~02.08)

-방사선과 환경 호르몬의  상호

작용이 식물세포 핵에 미치는 

향 정량화

 ; 학술 논문 1편 

 ; 학술발표 1건 이상

-감마선과 비스페놀A가 고등식물 세포

에 미치는 향분석

-감마선과 옥틸페놀(octylphenol) 는 

노닐페놀(nonylphenol)이 고등 식물 세

포에 미치는 향의 평가

2차년도

(02.09~03.06)

-방사선과 유해 수은화합물이 고

등식물 세포에 미치는 향 평

가

  ; 학술논문 1편

  ; 학술회의발표 1건

-고등식물 세포에 한 방사선과 수은

화합물의 clastogenic effect를 정량화

-선량-  농도-반응 계 정립

3차년도

(03.07~04.06)

-방사선과 유해 수은화합물이 고

등동물 세포에 미치는 향 평

가

  ; 학술논문 2편

  ; 학술회의발표 1건

-이온화 방사선과 수은화합물에 의한 

사람세포 유 물질 손상 정량화

-고등동물 생식세포에 한 방사선과 

수은화합물의 생체 향 평가

   설정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하여 일차년도 (2001.12～2002.08)에는 환경홀몬

(EDC, endocrine disrupting compounds)으로 알려진 비스페놀에이, 옥틸페놀  노닐페놀을 

처리하 을 때 유발되는 clastogenic effect를 평가하고 이를 감마선에 의한 미세핵 빈도 증

가와 비교․평가하 다. 이 과정에서 1편의 학술지 논문을 게재 하 으며 국내외 학술회의

에서 네 편의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설정한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 다.  

   연구개발의 이차년도 (2002.09～2003.06)는 “방사선과 유해 수은화합물이 고등식물 세포

에 미치는 향 평가”를 연차목표로 설정하 다. 이차년도의 연구에는 의료용 (치과용)으로 

사용되거나 농업용 는 산업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직업 인 노출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은 화합물을 연구 상으로 하 다. 연차별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HgCl2 

(승홍)을 자주달개비 화서에 처리하고 화분모세포에 생성되는 미세핵  체세포 분홍돌연변

이를 분석하여 수은의 생물학  향을 정량화하 다. 특히 연구과정을 통하여 확립된 

Trad-MCN bioassay 기법을 용하여 환경유해화합물의 생체 향을 평가한 논문을 명 국

제학술지인 Mutation Research에 게재하는 등 총 4편의 련논문을 게재하여 설정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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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의 삼차년도 (2003.07～2004.06)에는 “방사선과 유해 수은화합물이 고등동물 세

포 (사람세포  고등동물 생식세포)에 미치는 향 평가“를 목표로 설정하고 수은화합물이 

처리된 사람세포에 있어서의 DNA 손상도를 단세포 기 동 기법으로 평가하는 한편, 수

은화합물을 음용시킨 실험동물 (Fisher 344 rat, male)의 생식조직을 조직화학  방법으로 

평가하 다. 삼차년도 한 설정한 연구목표를 충분히 달성하 다. 

   한편, 연구개발 기간  본 과제와 련하여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지원하는 해외과

학기술자 유치활용사업의 일환으로 러시아 방사선농업생태학연구소(RIARAE)의 Stanislav 

A. Geras'kin과 러시아의료방사선연구센터(MRRC)의 Vladislav G. Petin이 연구에 참여하

으며, 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2인의 석사  신진연구자 (노설아, 신선희)가 본 과제에 참여

하 다. 해외과학기술자는 방사선과 기타 유해 물리화학  인자의 복합작용에 의한 생물학

 향을 규명하기 한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다수의 연구실 물을 게재 하 거나 일부는 

재 심사진행 이다. 한 신진연구자는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식물체  식물세포의 

향을 연구하 으며 연수보고서를 포함한 연구실 물을 생산하 다.

   연차별 연구목표를 모두 달성함으로서 당  제시된 연구개발의 최종목표인「방사선과 화

학물질의 상호작용에 의한 향의 정량화  응용기술 개발」을 이룩하 다. 연구개발을 통

해 수립된 생체검정기법인 Trad-MCN assay, Trad-SMH assay, SCGE assay  

immunohistochemistry assay 기술은 방사선의 생물학  향을 평가하는 분야는 물론 실내

외 기, 수질  토양 환경 에 존재하는 생체유해물질의 향을 검정하는 기술로 직  활

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생명과학 분야는 물론 인 한 다제간 학문  산업분야의 기술

발 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연구기간  과제수행과 련하여 국내외 학

술지 는 서 에 게재된 연구실 물은 SCI학술지 논문 12편, 국내논문 17편, 국제학술회의 

논문발표 12건, 국내학술회의 논문발표 49건을 이룩하 으며 단행본 1건을 포함하여 서 에 

게제가 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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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KAERI-INP 공동연구를 통하여 방사선생물학, 핵의학, 인간 모니터링, 환경생물학 분야 

등에 폭넓게 응용 가능한 제반 연구기법을 확립하 다. 특히 기 간 연계실험을 수행함으로

써 두 기 이 보유한 연구 장 을 최 로 활용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한국원자력연구소 보

유기술의 수 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공동연구를 통해 획득된 모든 연구 결과들은 SCI 

(science citation index)에 등재된 유명학술지에 공동 논문으로 게재될 것이며 이를 통해 한

국․폴란드 간의 과학기술 분야 계개선에 기여토록 할 것이다. 식물체를 이용한 생체검정

기법, 고등동물 세포손상을 평가하기 한 SCGE 기법, 면역조직화학  기법  분자생물학

 분석기법 그리고 복합작용 해석기술 등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술이며 개선  응용

분야 확장을 통해 한국․폴란드 간의 호혜  력 계 구축  발 을 한 기술근거로 계

속해서 활용될 것이다.

○ 방사선  유해화학물질에 한 실험  장평가를 거쳐 확립․개선된 식물생체검정기

법은 방사선의 향 평가는 물론 환경유해물질의 생물학  향 평가에 활용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들의 생물학  해성/안 성 분석자료를 제공할 정

이다. 특기 국제 으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Trad-MCN 분석기술과 련해서는 유엔

환경계획/국제식물검정계획(UNEP/IPPB), NATO, WHO, IAEA, EU 등의 로그램에 

극 참여하는 등 우리과학기술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한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방사선과 화학물질에 의해 유발되는 사람세포의 DNA 손상을 평가하기 하여 기존의 

SCGE기법을 개선하며 용성  경제성을 폭 증 시킨 것은 목할 만 한 성과이다. 

한 생식조직에 한 조직화학  분석  분자생물학  분석법은 련 기술분야에 응용

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고등동물 세포검정기술을 방사선 생명과학, 의약학  환

경감시, human monitoring, molecular epidemiology 분야 등에 용가능한 기술로 발

시켜 활용성이 큰 다제간 기술을 확립할 것이다.

○ 연구기간  실시된 기 간 연계공동실험을 통하여 이원  연계실험의 설계  시료 생

물체의 장거리, 장시간 운송처치 기술을 확보하 으며 이러한 기술은 향후 다국간/다자간 

공동실험 참여시 생물체 이송과 련한 귀 한 기반기술로 이용될 수 있다. 

○ 연구개발 결과를 국제 으로 인지도가 높은 SCI 등재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함으로써 우

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의 상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다년간의 공동연구 수행경

험을 바탕으로 국가간의 상호 력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분야의 호혜  동반자 계 발 을 한 선험사례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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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연구개발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 정보는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의 형태, 

워크샵이나 심포지엄의 보문집 그리고 련 연구기 의 연구연보 (annual report)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인터넷  학술지를 통해 입수 가능한 공개 논문의 경우 부분 연구 수행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었으며 본 연구보고서의 참고문헌으로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복을 피하기 하여 본 항의 해외 수집자료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학술회의 발표논문을 제한된 부수로 생산한 보문집, 학술회의 개최기  는 방문기 의 

소개책자 (Brochure), 련 연구기 의 연구연보 (Annual Report) 등 해외에서 입수한 자료

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 "Book of Abstracts", 4th DNA Repair Workshop, May 2-5, 2004, Smolenice Castle, Slovakia 

(2004).

▷ "Bioassays in Plant Cells for Improvement of Ecosystem and Human Health" (J. Maluszynska 

and M. Plewa eds.), Course Manual of the Workshop, May 12-17, 2003, Katowice, Poland 

(2003).

▷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Ionizing Radiation" (IAEA-CSP-17, ISBN 92-0-103603-5), 

Proceedings of the Third Symposium on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from Ionizing 

Radiation, July 22-26, 2003, Darwin, Australia (2003).

▷ "Biology of Reproduction" (vol. 68, suppl. 1), Proceedings of The 36th Annu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the Study of Reproduction, July 19-22, 2003, Cincinnati, USA (2003).

▷ "Book of Abstracts", International NATO Advanced Research Workshop; Ecological 

Standardization and Equidosimetry for Radioecology and Environmental Ecology, April 15-19, 

2002, Kiev, Ukraine (2002).

▷ Brochure,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2003).

▷ Brochure, Medical Radiological Research Center of the Russian Medical Academy of Sciences, 

(Obninsk) (2002).

▷ INP 2001 Annual Report, the Henryk Niewodniczanski Institute of Nuclear Physics, Krakow 

(2002).

▷ Scientific Report 2002-2003, Cancer Research Institute, Slovak Academy of Sciences, 

Bratislava, Slovak Republic (2004).

▷ Annual Report 2000-2001 (ISSN 0158-4030), Supervising Scientist,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and Heritage, Environment Australia (2003).

▷ International Journal of Low Radiation (ISSN 1477-6545), Vol. 1, No. 1, Inderscience (2003); 

Vol. 1, No. 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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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방사선의 생물학  향평가를 기반으로 한 생물검정 실험계를 구축하고 개선된 생

체검정기법을 수립하 으며, 이를 환경  유해물질(환경홀몬, 휘발성유기불질, 수은화합물 등)

의 해성 평가에 성공 으로 용하 을 뿐 아니라 연구결과를 Mutation Research 등 SCI 

명     학술지에 게재함은 물론 국제기구 주  학술 회에 발표하여 기술수 을 인정받았

다. 

방사선과 유해물질의 clastogenic effect를 평가할 수 있는 고등식물 세포핵손상 평가법인 

Trad-MCN assay 기법을 수립하 으며 이를 환경유해 인자의 평가에 응용하 으며 고등동

물  인체 세포의 유 물질 손상을 평가하기 한 SCGE 기술  조직화학  분석법을 확

립하여 유해화학인자의 향을 평가하기 한 기술  수단을 확보하 다. 연구개발의 결과는 

SCI 등재학술지를 포함한 문학술지에 논문으로 기고하여 학술  인증을 받는 계기로 삼았

으며 기 간 공동연계실험의 경험은 다자간 동연구를 한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며 공동연구의 결과는 한․폴간 과학분야의 호혜  동반자 계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방사선, 화학물질, 생물검정, DNA손상, 미세핵유발, 단세포겔 기 동, 복합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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