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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지구에는 태양으로부터 발생되는 태양풍(solar wind)이
지구 내부(inner core)와 만남으로써 지구 표면에는 항상 지
자기장(geomagnetic field)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구상에 존
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늘 이런 자기장(magnetic field)의 존
재 하에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Hollenbach et al., 2010). 이러
한 지구 자기장 외에 1887년 독일의 물리학자 하인리히 헤
르츠(Heinrich Hertz)가 인공적으로 전자기파(Electromagnetic 
Fields: EMFs)를 만들어 이 전자기파의 존재를 증명하였고, 
이후 폭발적인 과학기술적 진보에 따라서 수많은 전기 전자

제품의 개발과 더불어 통신 기술을 발달시켜 왔다. 이러한
기술 발달로 인해 현대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전력수요는 계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
버린 컴퓨터, 스마트 폰과 같은 IT 무선 통신 기술 발달로
인류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인공적인 전자파(EMFs)에 항시 노출되는 환경적 변화를 경
험하고 있다. 현재, 전자파의 생체에 미치는 영향은 상반되
는 여러 연구 결과 보고들이 보고됨에 따라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 암 연구기구
(IARC)에서는 극저주자기파(ELF-MF)와 무선파 전자파(RF- 
EMF)를 발암인자(carcinogenic) 즉 발암유도 가능물질로 분
류하여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Baan et al., 2011).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전자파의 노출에 따른 생물학적 영향에 대한 최

신의 발표들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하여 소개하고
자 한다.

Ⅱ. 전자파 노출에 따른 생체의 영향

전자파는파장의범위에따라극저주파(Extremely Low Fre- 
quency: ELF), 무선파(Radio Frequency Radiation: RF), 마이크

로파(Microwave Radiation)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극
저주파(ELF)는 3∼3,000 Hz 범위의 주파수(frequency)로 가정
과 직장에서 고압전선(high voltage power lines)에 의해 발생
된다(Barr et al., 2000). 무선파(Radio Frequency: RF)는 3 kHz
에서 300 GHz까지의 범위의 전자기파(EMF)로써 무선 주파
수전류가안테나에공급되었을때, 공간을통해전파되는전
자기장을 발생시킨다(Stan, 2002). 무선파(RF)는 무선전화기
나 휴대전화, WiFi 시스템, 위성통신 시스템, 라디오 및 TV 
방송국, 그리고쌍방향무전기등은무선파스펙트럼내에서 
작동하며, 이러한 무선통신장비들은계속적으로 인간의 실
생활속에서사용이증가하고있다. 현재많은논란이있지만 
많은 전자파 연구는 암(cancer), 유전자 손상(genetic damage), 
신경계질환(neurological disease), 생식 장애(reproductive disor- 
ders), 면역 장애(immune dysfunction), 신장 손상(kidney da- 
mage), 전자파 과민증(electromagnetic hypersensitivity), 인지적 
영향(cognitive effects), 단백질 및 펩타이드 손상(protein and 
peptide damage) 등이 무선 전자파(RF-EMF)의 노출과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Morgan et al., 2015). 또한여러역
학연구에의하면극저주자기파(ELF-MF)와전자파(EMF)에만
성적으로노출된어린이에게서소아백혈병(Childhood Leukae- 
mia)이발병이되고, 성인에게서뇌종양과백혈병(Leukaemia)
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London et al., 1991; 
Savitz et al., 1988,). 그러나 다른 연구발표에 의하면 전자파
(EMF) 노출에 따른 소아백혈병 발병의 증가요인의 직접적
인 연관성을 찾지 못하였으며(Jirik et al., 2012; Leitgeb et al., 
2011; Linet et al., 1997), 또한 가정에서의 자기파(MF) 노출
에 의한 소아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cute Lymphoblastic 
Leukemia)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인하지는 못했다(Linet 
et al., 1997).
더욱이 휴대폰을 주로 사용하는 위치와 뇌신경계의 근접

성 때문에 전자파 노출에 따른 결과로서 다양한 뇌신경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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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영향들이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가정해왔다. 이
러한 뇌신경학적 이상에는 두통(Frey, 1998), 수면습관의 변
화(Wagner et al., 1998) 그리고뇌파의변화(Mann et al., 1998) 
등이포함되었으며, 혈압의변화또한보고된바있다(Braune 
et al., 1998). 이밖에도무선전자파(RF-EMF)에의한두통, 떨
림, 현기증, 기억력감퇴, 집중력감소와수면장애와 같은 신
경학적 인지 장애(Neurological cognitive disorders)는 여러 역
학연구에의해유의한통계적결과들이보고되었다(Santiniet 
al., 2002; Abdel-Rassoulet al., 2007; Hutteret al., 2006; Kolodyn- 
skiet al.,1996). 또한 어린이의 휴대 전화 사용으로 인한 전자
파(RF-EMF) 증가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DHD) 증상의 위험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하였다(Byun et al., 2013).
스웨덴의 룬트대학 연구진은 흰쥐(rat)의 뇌에 대한 마이

크로파 노출효과를 연구하여(Van and Nina, 2012), 휴대전화
의 GSM 900 MHz RF EMFs를 흰쥐에 노출하였을 때 독소와
미생물이 뇌 세포에 들어가지 않도록 격리시키는 역할을 하

는 혈액-뇌 장벽(blood-brain barrier)을 통해 뇌에 알부민(albu- 
min)이 누출되는 것을 발견했다(Salford LG, 2008; Nittby, 
2009). 그러나 다른 in vitro 연구(GSM 1,800 MHz)와 어린 쥐
의 연구(1439 MHz EMF)에서는 위와 같은 결과를 얻지 못했
다(Franke et al., 2005; Kuribayashiet al., 2008). 또한 RF EMFs
에 노출된 설치류에서 대뇌피질(cortex), 해마(hippo- campus) 
그리고 기저핵(basal ganglia)에서 신경 세포의 손상에 대한
유의한 증거를 제시했다(Salford LG et al., 2003).
더 나아가 많은 관심은 전자파의 노출에 따른 뇌 신경계

의 발암 가능성에 대한 우려인데, 최근의 연구들은 뇌암과
휴대폰의 사용(Benson et al., 2013) 또는 근처 휴대폰 기지국
(Stewart et al., 2012)과의 관련성은 없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영유아들의 암과 모체가 임신시의 휴대폰 기지국 노출 위험

사이의 관련성도 없었다(Elliott et al., 2010). 이런 관점에서
현재까지 관찰된 결과에 따르면 전자파와 뇌신경계 발암성

과의 관련성은 넓은 범주의 많은 혼란변수에 의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고,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에
서는 전자파 노출에 따른 발암성의 증가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들은 없는 실정이다(Moulder et 
al., 2005).

Ⅲ. 전자파 노출과 유전독성(Genotoxicity) 및 발암

전자파의 노출에 따른 유전독성 효과(Genotoxic effects)는
현재까지수많은자료들이보고되었다. 무선전자파(RF-EMF)
에 노출된 세포들에서 다양한 형태의 유전독성 영향이 나타

난다는 무시할 수 없는 많은 증거 자료가 있다. 그러나 또한
유전독성에 대한 전자파의 영향은 상반된 결과도 많이 보고

되고있다. 전자파(RF)가 DNA 손상을일으킨다는결과를살
펴보면 신경세포에 전자파(1,800 MHz, SAR 2 W/kg)의 노출
은 미토콘드리아에서 DNA 산화적 손상을 야기하며(Xu et 
al., 2010), 또한 다양한 범위의 전자파에 노출된 림프세포에
서 DNA 절편(DNA fragmentation)과 DNA 구조의 깨짐(DNA 
Strand Breaks) 현상이 보고되었다(Phillips et al., 2009). 그밖
에 염색체 불안정성(chromosomal instability), 유전자 발현의
변화(alteration of gene expression), 유전자 변이(gene muta- 
tions) 등을일으키는것으로보고되었으며, 이런유전적독성 
효과는 뉴런(neurons), 혈액 림프구(blood lymphocytes), 정자
(sperm), 적혈구세포(red blood cells), 상피세포(epithelial cells), 
조혈 조직(hematopoietic tissue), 폐 세포(lung cells), 골수(bone 
marrow)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Xu et al., 2010; 
Phillips et al., 2009; Ruediger et al., 2009; Zhao et al., 2007; 
Lee et al., 2005; Demsia et al., 2004; Lai et al., 2004; Ma- 
shevich et al., 2003; Magras et al., 1997; Baan et al., 2011). 또
한전자파(RF) 노출에의해염색체이수성(aneuploidy)의발생
이 증가되는 것이 발견되었다(Mashevich et al., 2003). 염색체
이수성(aneuploidy) 현상을 포함한 유전적 독성 효과는 비정
상적인유전자형성으로 유전적 장애를 일으키고, 더나아가 
암을 유발할 수 있다(Hoeijmakers, 2009). 또한 전자파의 폭
로는 악성 뇌 종양(malignant brain tumors)에 대한 위험 증가
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ardell et al., 2005). Hardell 
등이 2007년에 발표한 역학조사에 의하면 10년 이상 하루에
한 시간휴대전화사용은종양위험을증가시킨다고주장했
다(Hardell et al., 2007). 또한휴대전화사용자에서는악성신
경 교종(malignant gliomas)의 위험이 증가하며, 특히 청신경
종(acoustic neuromas)과 더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다. 그
외 많은 연구에서 휴대 전화 전자파(RF-EMF)와 뇌종양(brain 
tumor) 사이에연관성이보고되었으나, 아직까지많은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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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있다(Myung et al., 2009; Swerdlow et al., 2011; Repacholi 
et al., 2012). 이러한논란에도불구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가 전자파(RF-EMFs)를 잠재적 발암원(carcinogen)으로 분류
하고 있다(Ban et al., 2011). 이는 납, 매연, 클로로포름 등과
같은 등급으로 암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전
자파를 발암원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과학

자들 간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1980년
대부터 등장한 휴대전화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불과 20
년여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보기까지 수십

년의 노출과 이에 대한 역학적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Ⅳ. 전자파 노출과 기억력

공공환경에서 흔하게 접하는 마이크로파의 노출 수준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밝혀진 것은 없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Repacholi, 1998), 전자파의 뇌신경학적 영향에 대한 걱정들
이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휴대폰의 사용에 의한 기억력 상

실 가능성에 관한 실험 연구 보고들도 있다. 동물에서 무선
주파수 EMF(300 GHz∼0.1 MHz)가 인지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연구(Lai et al., 1994)에서는 45분 동안 2.45 GHz
의 EMF(초당 500 펄스, SAR 0.6 W/kg)에 전신 노출시켰을
때, 공간 기억력을 측정하는 12 방향-방사상 미로시험(12- 
arm radial-maze test)에서 학습이 지연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1 시간 동안 약간 더 큰 SAR(1.2 W/kg) 
EMF 조건에서 공간 기억 프로세스의 교란에 민감한 테스
트인 물-미로 시험에서 증명한 실험(Wang and Lai, 2000)으
로 더 확장되었다. 비록 위의 두 연구는 의심할 여지없이
EMF가 건강과 뇌 기능에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지
만, 이러한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한 다른 2개
의 12 방향-방사상 미로시험(Cassel et al., 2004; Cobb et al., 
2004) 등에서는 Lai 등(1992)이 보고한 이전 결과를 재현하
여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전자파의 기억력에 대한 영향
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며, 뇌신경계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두통의 유발 가능성과같은경우, 전자파와마이크
로파에오랜 직업적 노출과 두통의 발생이 관련을 가진다고

하지만, 많은 초기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직업군에서 보고되
는 많은 불평들은 주관적인 것들로써직업스트레스, 나쁜 작

업과정, 가정문제등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Repacholi, 1998).

Ⅴ. 전자파 노출과 혈액-뇌 장벽의 투과성 변화

전자파의 노출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Millan, 2003)과관
련된 이전 연구에서 전자파(EMF)에 노출되면 때때로 스트
레스가 유도되는 것이 보고되었고(Ray and Behari, 1990), 또
한 스트레스가 공간 메모리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것도 알

려졌다(Micheau and Van Marrewijk, 1999). Lai 등(1992)이 또
한 흰쥐의 뇌에서 스트레스와 불안(Millan, 2003)에 관련된
벤조다이아제핀(benzodiazepine) 수용체에 대한 전자파의 영
향을 조사하여 뇌의 겉질에서 이 수용체들이 증가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전자파 노출에 따른 불안에 관한 효과도
전자파 노출에 의한 혈액-뇌 장벽의 투과성 증가에 따른 영
향에 의한 것으로 고려할 수 있어(Hossmann and Hermann, 
2003), 이 혈액-뇌 장벽의 완전성에 관한 전자파의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가설로써, 전자파로 유발된 혈액-뇌 장벽의 투
과성 변화 효과를 스트레스 또는 불안으로 설명하는 것을

포괄할 수도 있다.
전자파 노출에 따른 불안 발생에 대한 연구는 설치류 동

물 모델에서 가장 잘알려진 불안 동물 모델중 하나인 십자

형 높은 미로(Elevated Plus Maze: EPM)를 사용해 측정한다
(Handley and Mithani, 1984; Rodgers and Dalvi, 1997; Wall 
and Messier, 2001). 이 모델은 실험동물이 새로운 환경을 탐
색하려는 경향과 밝은 빛과 열려있는 공간을 회피하려는 경

향 간의 밸런스에 기초한 것이다. 미로는 십자 형태로 서로
마주 보며 열려있는 두 개의 통로와 사방이 막혀있는 두 개

의통로로구성되어 있으며, 바닥으로부터약 70 cm 정도 높
이로 떨어져 있다. 일반적으로 불안증의 정도가 높을수록
열려있는 공간을 회피하고 닫힌 공간으로 들어가려는 경향

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 반응은 불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한다. 불안은 오픈/총통로 입장 비율이 0.5보다 더 작은
경우 불안 경향을 뜻한다. 반대로, 항불안 약물은 이 비율을
증가시켜서 0.5에 이르게 하고, 이는 오픈 통로에 대한 두려
움이줄어들었다는 것을뜻하게 된다. 항불안제나 불안을 야
기하는 약물뿐 아니라, 몇 가지 요소들 또한 이 장치의 행동
기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요소들 가운데 주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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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기는 가장 효과적인 변수로서(Morato and Castrechini, 
1989; Rodgers and Dalvi, 1997; Wall and Messier, 2001) 주변
의 밝기를 증가시키면 십자형 미로 테스트에서 증가된 불안

반응을 유도한다. 전자파의 노출이 흰쥐 대뇌 겉질에서 벤
조다이아제핀 수용체의 수가 증가한 것을 보였던 것(Lai et 
al., 1992)과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전자파의 노출은 주변광
의 세기에 따른 증가된 불안반응 유도와는 달리 십자형 높

은 미로 장치에서 측정된 불안반응을 변화시키지 않았다

(Cosquer, 2005a).
흰쥐의 혈액-뇌 장벽의 투과도 변화는 2.45 GHz 전자파

노출 시에 신호에 의해 유도된 고열 때문에 장벽의 투과도

가 변경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Sutton, 1973). 그 후에 연
속뿐만 아니라, 펄스파(1.3 GHz, 3.0 mW/cm2)도 혈액-뇌 장
벽의 투과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

다(Oscar and Hawkins, 1997). D’Andrea 등(2003)이 혈액-뇌
장벽의 투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

하였는데, 여기서 다룬 전자파 노출에 따른 혈액-뇌 장벽 투
과성 변화에 대한 논문들 중 상당부분의 연구들이 전자파가

혈액-뇌 장벽 특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고 제
시하였다. 하지만 저자들은 혈액-뇌 장벽 투과 변경이 SAR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D’Andrea, 2003). 즉, 
신호 강도가 충분히 높은 경우(높은 SAR)에는 전자파의 폭
로가 뇌신경계의 온도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혈액-뇌 장벽
의 특성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낮은 SAR에서는 혈액-뇌 장
벽에 대한 열적 효과는 제한적이거나 거의 없어, 혈액-뇌 장
벽 투과성은변화하지않는다고보고하였다(D’Andrea, 2003). 
그러나 Fritze 등(1997)과 Salford 등(1994)은 전자파 노출에
따른 열적 효과의 부재에서도 혈액-뇌 장벽 투과성이 증가
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런 상반된 연구결과들로 인해
서 전자파 노출에 따른 혈액-뇌 장벽 투과성 변화의 문제도
여전히 논쟁거리이다(D’Andrea et al., 2003).
전자파 노출에 따른 혈액-뇌 장벽 투과성 변화에 대한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연구자들은 45분 동안 2.45 GHz의 마
이크로파(SAR 2 W/kg)에 노출된 쥐에게 쉽게 혈액-뇌 장벽
을 통과하지 않는 무스카린 길항제인 scopolamine methylbro- 
mide(MBR)를투약한후, 인지효과의변화를평가하였다(Co- 
squer et al., 2005a). 전자파 노출과 약물을 투여한 후에, 12-

방향 방사상 미로에서 그 흰쥐를 시험했다. 자세하게 설명
하면, 기억에 손상을 유발하는 것(Cassel and Kelche, 1989; 
Ebert and Kirch, 1998)으로알려진 scopolamine을전자파에노
출전또는후에각각주입하였다. 그런다음혈액-뇌 장벽을
통과하지 못하는 4급 암모늄 유도체인 scopolamine methyl- 
bromide(MBR)를 전신 주입하여 2 µs 펄스 간격과 초당 500 
펄스의 2.45 GHz(전신노출 평균 SAR 2.0 W/kg ± 2 dB, 뇌
평균 SAR 3.0 W/kg ± 3 dB)의 EMF에 45분 노출 후 미로 수
행능력을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흰쥐 정맥에 혈청알부민
과 결합하는 Evans blue를 노출 전후에 주사하여, scopola- 
mine MBR이 혈액-뇌 장벽을 통과하는지도 조사하였다. 이
실험의가설은 만약에전자파가혈액-뇌 장벽 투과성을변경
하면, scopolamine methylbromide(MBR)이 전자파에 노출되
지 않은 동물에 비해 더 많은 양이 뇌로 들어가 더 많은 무

스카린 수용체들이 차단된 결과, 방사상 미로의 수행 변화
를 초래할 것이라는 가정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대조군
과 비교했을 때 전자파 노출 전후에 약물을 투여한 군들에

서 미로 수행 능력의 차이가 관찰되지 않아, 이 실험 조건에
서는 혈액-뇌 장벽이 투과도가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을 내렸으며, 또한 EMF에 노출된 흰쥐 혈관에서 Evans blue
가 유출되어 뇌실질의 염색이 관찰되지 않은 것도 이런 결

론을 뒷받침해 주었다(Cosquer et al., 2005a). 전자파에 의한
혈액-뇌 장벽의 투과성 변화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는, 혈압
의 변화가 혈액-뇌 장벽의 투과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보고
들(Al-Sarraf and Philip, 2003; Hossmann and Hermann, 2003)
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혈액-뇌 장벽의 투과성은 혈압의 변
화로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파의 노출과 혈
압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들이 요구된다.

Ⅵ. 전자파 노출과 학습 및 기억기능

상당한양의 연구들이다양한방법을이용하여 EMF에 노
출시킨후, 설치류의행동장애특히학습및기억결핍에관
한 연구들에 집중되어 왔다.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초기의 두
연구들은방사상미로와 Morris Water 미로시험을통해, EMF 
(2,450 MHz)에노출된흰쥐에서 학습및 기억 기능이감소하
는 것을 보였지만(Lai et al, 1994; Wang and Lai, 2000),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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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나중에 시행된 2,450 MHz, 0.6 
W/kg SAR에서 10일 동안 45분간 마이크로파에 전신 노출
된 흰쥐 방사상 미로검사에서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
을 변화시키는 어떤 효과도 관찰할 수 없었다(Cobb et al., 
2004; Lai, 2005). 뿐만 아니라, 900 MHz GSM (1 그리고 3.5 
W/kg SAR)에머리만노출된쥐를사용해물체인식시험(ORT)
에 의한 인식기억을 시험하였다(Dubreuil et al., 2003). 이 연
구실험에서 낮은 SAR 수준에서는 학습 및 기억에 대한 아
무런 영향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높은 SAR 레벨
(3.5 W/kg)에서도 탐사 활동에만 일부 효과가 나타났다.
비록전자파의경우에는인간(Hossmann and Hermann 2003; 

Preece et al., 1999)과 동물(Yamaguchi et al., 2003) 모두에서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지기능에 대한 기능 변

화는 공간학습과 기억상실(Ammari et al., 2008)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이런 전자파의 영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남아 있다. 해마는
설치류에서공간학습및기억과정에관여하는곳으로(Morris 
et al., 1982; Moser et al., 1998), Sienkiewicz 등(Sienkiewicz et 
al., 2000)은 700 MHz에서 낮은 강도의 전자파가 흰쥐 뇌의
해마 절편에서 전기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했다. 
마찬가지로 1,800 MHz의 이동 전화(GSM) 주파수 노출(8일
동안 하루에 15분, SAR 2.40 W/kg)은 배양된 해마 신경세포
의 흥분성 시냅스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Xu 
et al., 2006). 일련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전자파에 대한 노출
은 공간 기억 시험에서 설치류의 과제수행 결함을 유도한다

(Dubreuil et al., 2003)고주장하였으나, 다른연구자들은 2,450 
MHz의 EMF에 전신 노출에도 12방향 방사성 미로 시험에
서 기억력 감소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Cassel et 
al., 2004; Cobb et al., 2004). 유사하게, 머리만 900 MHz의
GSM 신호에노출시킨쥐를이용한시험(Dubreuil et al., 2002; 
Dubreuil et al., 2003)에서 공간 기억력 손상에 대한 어떤 영
향도 찾을 수 없었다. 게다가, 900 MHz의 마이크로파 방사
선에 10일간 전신 노출되더라도 생쥐의 공간학습 수행능력
의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다(Sienkiewicz et al., 2000). 비록
water-maze 실험결과에서는 실험값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긴 했지만, 900 MHz 주파수 신호에 5주간(1일 2시간, 주 5
일, SAR 3 W/kg) 노출된 젊은 쥐에서 시행한 일련의 공간기

억력에 대한 실험들(open field, the plus-maze, the acoustic 
startle)에서 전자파 노출에 따른 실험값의 변화에 대한 영향
이 전혀 없는 것으로 주장되었다(Kumlin et al., 2007).
최근에 전자파의인지기능에 대한영향에 관해서매우 흥

미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전자파의 노출이 기억 소
실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간의 알츠하이머병에서와

같은 인지장애를 갖는 트리플 형질전환 마우스(3xTg-AD)의
인지 행동을 개선한다고 보고하였다(Banaceur et al., 2013). 
이실험은WiFi형 2.40 GHz 전자파(RF) 신호로 하루에 두 시
간씩 1.60 W/kg의 전자파 흡수율(SAR)로 1개월 동안 장기
노출시켰을 때, 대조군 생쥐와 발달하면서 알츠하이머와 같
은 인지장애를 갖는 트리플 형질전환 마우스(3xTg-AD)에서
RF전자파 노출의 효과를 연구하고자 설계되었다. 간략하게
소개하면, 실험에 사용된 생쥐는 두 개의 대조군(야생형, 형
질전환군; N = 7)과 노출실험 2개 군(야생형, 형질전환군; N 
= 7) 네개의그룹으로나누었다. 연구에사용된인지간섭시
험은 Flex field 활동시스템시험, 두구획박스시험및 Barnes 
미로 시험 등으로 사람의 인지간섭 시험과 유사하게 설계되

었다. 이러한 실험조건에서 실시된 결과에 따르면 적어도
RF 전자파의 노출이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인지기능
소실을 실험동물이긴 하지만, 인지장애를 회복시키는 효과
적인 기억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Banaceur 
et al., 2013). 비록 수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EMF 
노출이 기억력을 포함한 인지기능에위험한지는지금까지도

명확한 결론이없다. 반대로, 휴대전화의 직접적 사용으로 8
개월 이상 장기간 노출(GSM 918 MHz, SAR 0.25 W/kg)된
형질전환 알츠하이머 생쥐에서는도리어인지능력이향상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rendash et al., 2010). 무선 신호에 노
출되면 반응 시간이 감소하고 덜 불안했으며, 운동활성이나
체중이나 체온에 아무런 영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결론적
으로 전자파 노출이 알츠하이머병의 기억력 향상에 효과적

인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론을 내렸

다. 이러한 일련의 실험결과들은 전자파 노출이 뇌신경계의
적응반응과 같은 자극 현상을 유도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Arendash et al., 2010; Banaceur et al., 2013).

Ⅶ. 전자파 노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생체영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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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보건연구소(NIH)의 연구에 의하면 휴대 전화로
부터 방출되는 무선 주파수(RF-EMF)가 인간 뇌의 대사작용
을 활성화한다고 보고하였다(Volkow et al., 2011). 47명의 건
강한 사람의 양쪽 귀에 휴대폰을 배치하여 한쪽 귀에 50분
간 휴대전화(837.5 MHz)에 노출한 후, 뇌 대사(metabolism) 
변화를 18F fluorodeoxyglucose(18FDG)를 주입 후 PET 스캔을
통해 영상화하였다. 영상화된 뇌의 이미지를 통하여 휴대폰
의 안테나 즉 RF-EMF에 노출된 뇌의 부분에서 포도당 대사
(glucose metabolism)가 급격히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이는
인간의 두뇌는 RF-EMF의 효과 즉 전자파에 민감하다는 증
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의학적 메커니즘과 이와
연관된 증상에대한추가적인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전자파
(RF) 노출은 생쥐의 출산 시 생존율을 감소시켰으며(Magras 
et al., 1997), 전자파(RF-EMF)의 노출에 의해 정자수와정자
의 질(quality)이 모두 감소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Kilgallon et al., 2005; Wdowiak et al., 2007; Agarwal et al., 
2009). 또한휴대전화사용량이많은남성일수록정자수가작
았고, 아울러 정자의 운동성도 떨어졌다(Erogul et al., 2006; 
Falzone et al., 2011; Gutschi et al., 2011). 세포실험에서 전자
파(RF-EMFs)에 노출된 정자의 DNA를 손상됨을 확인하였
다(De Iuliis, 2009).
휴대 전화에 의해 방출된 전자파(RF-EMFs)는 신경 세포

의활동에영향을미칠수있을정도로뇌에흡수된다(Dubey, 
2010; Kleinlogel, 2008). 또한 전자파(RF-EMFs)로 발생하는
열 효과(thermal effects)는 휴대 전화에 의해 생성된 온도에
의해 신경세포 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

한다(Wainwright, 2000). 마이크로파(microwave radiation)의
잘 알려진 열 효과(thermal effects)는 전자파(EMF)에 의해 유
도되는 극성 분자(polar molecules)의 회전에 의해 생성된 열
을 통해서 생체 조직과 유전물질이 가열되는 것이다. 휴대
전화를사용하는경우, 대부분은사람의 머리의 표면에 가열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어느 정도의 온도 상승은 뇌의
혈액 순환에 의해 부분적으로 과도하게 올라간 열을 낮출

수 있으나, 인간의 눈 즉 각막(cornea)과 같은 조직들은 혈액
순환을 통한 온도 조절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토끼의 눈에 2,450 MHz(100∼140 W/kg, 
SAR)로 30분간 노출되었을 때 수정체가 41℃까지 올라가

백내장(cataract)을 유발되는 것이 보고되었다(Elder JA, 2003). 
그러나 동일한 조건의 원숭이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백내장

이 유발되지는 않았다. 물론이 실험에 사용된 전자파(RF)의 
SAR 값이 허용치를 넘어서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지만, 
장기간 규칙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인간에게도 백내

장과 같은 눈의 질병을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Ⅷ. 전자파 노출과 질병치료에 대한 응용 가능성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전자파의 노출은 
생체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는 측면이 강하긴 하지

만, 전자파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질병치료를 실행하는 긍
정적인 측면으로 응용하는 여러 의료기기들이 오랫동안의

연구로 실용화되어 현재 다방면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실험동물이 고주파 전자파에 사전 노출되면 후속 세균감

염에 저항력이 높아지는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Sannino et al., 2009; Vijayalaxmi et al., 2014; Sannino et al., 
2013).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되면 단기 메모리의 성능이 향
상되며, 반응 시간도 감소한다는 보고도 있으며(Mortazavi et 
al., 2014), 다른 연구자들은 또한 알츠하이머병의 인지장애
를 막아주는 것과 같은 전자파-유도 혜택을 확인하는 증거
도 제공하였다(Arendash et al., 2010; Banaceur et al., 2013). 
전자파의 뇌신경계 영향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비하여 전자파의 잠재적 혜택의 가능성

이 제시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는 위에 언급한 적응성 유
도현상이지만 이것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전자파 이용한 치료 기술로는 전

자파 온열 치료(Hyperthermia)가 있다. 이는 전자파에 의한
열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혈액순환과 근육을 유연하게 하여

근육통 해소와 피로회복 등에 효과가 있다. 또한 전자파를
이용하여 악성종양치료에도이용하고 있다. 전자파가 종양 
조직에열을집중하여치료하는방식이다(Gonzalez, 2007). 또
한 다양한 종류의 자기파(MF) 및 전자파(EMF)는 현대 의학
에 성공적으로 응용하여 지금과 같은 자기 공명 영상(MRI), 
스캐너 및 전자 영상을 이용한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의학

에 효과적으로 사용 중에 있다(Consales et al., 2012). 전자파
치료 요법은 기존의 의학에서 간과하거나 치유하지 못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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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건강문제를치료할수있는한방편이되었다. 오늘날자
기파(MF) 치료는상처부위, 통증과염증의원인, 질병및병
리 등에 다양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비침투적이고 안전하

고 쉬운 치료 방법이다(Markov, 2007). 세계 각지의 수많은
사람들이이를통해 근골격계의치료뿐만 아니라, 통증완화
를 위해 전자파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일정 패턴의 펄스 전자
파(pulsed electromagnetic fields)는 자성을 이용한 중요한 치
료로서 자리매김하였다(Markov, 2007). 낮은 주파수와 강도
범위(Gauss or micro-Tesla) 내의 펄스 전자파는 섬유 근육통
(fibromyalgia)에서통증과 피로를개선시키고, 세포 대사작용
과 혈액 순환을 향상시킨다. 또한 혈액에 산소를 증가(Sut- 
beyaz et al., 2009)시키고, 치료-저항성 우울증(treatment-resis- 
tant depression) 환자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다(Martiny et al., 
2010). 또한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의 증상을 완화
시킬 수 있으며(Lappin et al., 2003), 조직 재생 및 복구를 자
극하는 몇 가지 병리적 상태의 치료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된

다. 마취하지 않은 흰쥐에 상처를 낸 후 그 부위에 1,600 G
의 자기파를 노출시켰고, 그 결과 자기파에 노출한 쥐의 상
처부위에서 빠른 조직 재생이 관찰되었으며(Bertolino et al., 
2006), 또한 역분화줄기세포를 제작하는데 전자파를 이용하
기도 했다. 기존 역분화 기술에 사용되던 Klf4, cMyc, Sox2 
등 암 유발인자를 사용하지 않고, Oct4라는 한 가지 인자만
사용하여 극저주파 EL-EMF(50 Hz, 1 mT)를 30∼45일 처리
할 경우, 역분화 줄기세포가 제작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
(Baek et al., 2014). 특히 전자기 파동 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역분화 줄기세포 제작효율이 기존의 역분화 기술에 비해 약

37배 높아 효율성 측면에서 우월성이 확인됐다(Baek et al., 
2014). 정형외과 분야에서 비-연합 골절과 실패한 융합체의
치료를위한적용은펄스 전자파(PEMF)가손상된세포에정
상 전위의 재 확립을 촉진한다는 증거를 이용하여(Fiorani et 
al., 1997), 골아 세포의 증식 및 분화(Wei et al., 2008)를 촉진
하고, 치유 과정의 골 형성을 향상시킬 수도 있다(Canè et al., 
1993). 또한 전자파는 세포 생존을 향상시키고, 허혈성 손상
을 감소시킨다(Grant et al., 1994).

Ⅸ. 전자파 노출과 생체영향에 관한 전망

인류의 기술적 진보로 많은 전기 전자제품 및 통신 기술

을 발달시켜 왔다. 특히 현대인에게 필수품이 되어 버린 컴
퓨터, 스마트폰과같은 IT 무선통신기술발달로인간은더
많은 인공적인 전자파(EMFs)에 노출되는 환경의 결과를 초
래하였다. 전자파(RF-EMF)에 노출된 세포와 동물의 유전적
독성 효과(genotoxic effects)가 계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와 상반된 결과도 많이 보고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많

다. 또, 다른 논란을 가지는 전자파와 백혈병 등 여러 암과
의 관련성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하고 직접적인 증거를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유전적 독성 효과로 인한 세포의

DNA 손상과 염색체 불안정성(chromosomal instability) 등은
유전적 장애를 일으켜 결국 암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 휴대전화가 활성화가 20여년에 불과하므로 그 연관성을
보기까지 전자파에 수십 년의 노출이 걸리기 때문에 자료의

축적과 분석은 이러한 논란에 대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RF-EMF에 노출된 뇌의 부분에서 포도당 대사
(glucose metabolism)가 급격히 증가됨이 관찰되었다(Volkow 
et al., 2011). 전자파(RF)의 SAR 값이과도하게노출된토끼의 
눈에서 백내장이 유도되었으나, 동일한 실험 조건에서 원숭
이 실험에서는 유도하지못했다. 전자파의유해성에많은논
란이 되고 있는 반면, 전자파를 응용하여 순기능적 의학 생
물학적 치료를 실행하고 있다. 자기 공명 영상(MRI), 스캐너
및전자영상을이용한 진단 목적으로도 전자파를 이용하고
있다. 펄스 전자파(pulsed electromagnetic fields)는 자성을 이
용한 중요한 치료로서 여러치료에사용되고 있으며, 극전자
파를 이용해 안전한 역분화 줄기세포를 제작했다. 이러한
전자파를 이용한 의학 생물학적 응용 기술이 개발 확대되고

있다. 이렇듯 전자파는 유해성 있어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반면, 전자파를 이용하여 질병의 치료를 돕는 의학적 응용
기술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전자파 응용
기술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의료융합 기술로 확대되고 있

는 현실이다.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전자파 유도 자극이나
생체기능에 대한 유익한 효과가 있는지의 여부는 반드시 도

전해 볼 만한 과제로 간주된다. 또한 이런 전자파 유도 자극
효과의 응용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한 연구 역시 꼭 진행해

볼 만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상이한 레벨의 무
선 주파수 방사에 따른 인체의 단기 및 장기 노출에 의한

건강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한 추가 연구들도 반드시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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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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