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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urinary arsenic concentration and urinary 8-hydrox-
ydeoxyguanosine (8-OHdG) concentrations, an index of oxidative DNA damage, among women who 
live near abandoned metal mines. The sample consisted of 165 residents living near two abandoned 
metal mines located in Chungbuk Provinc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well as environmental fac-
tors relevant to arsenic exposure were collected through interviews, and urinary arsenic concentrations 
and urinary 8-OHdG concentrations of the research subjects were measured. The collected data were 
subsequently analyzed using the statistics program SPSS 12.0. The geometric average of urinary ar-
senic concentrations among the research subjects was 5.65 μg/g creatinine. In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urinary arsenic and 8-OHdG concentration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was significant 
(p<0.001) at 0.399. This study suggests that urinary 8-OHdG concentrations may be a DNA damage 
marker for chronic arsenic exposure i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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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소는 자연계 는 인 인 사용에 의해 발생되는 속원

소로서 환경에 범 하게 분포되어 있다[11]. 비소의 화학  

성질은 매우 복잡하여 다양한 비소 화합물이 생성되는데 산

소, 염소, 황 등과 결합하고 있는 무기비소와 탄소 는 수소와 

결합하고 있는 유기비소로 분류되며, 인체독성은 무기비소가 

유기비소에 비해 상 으로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비소는 수많은 철 석  비철 석에서 발견되며 공기와 

음식, 제련업, 살충제와 지열발 소 등의 산업장에서도 발견

된다[6]. 일반 으로 인체가 비소에 노출되는 가장 주요한 경

로는 음용수와 식품의 오염을 통한 것이다[5]. 식품을 통한 노

출은 수산물 의 arsenobetaine, arsenocholine, 그리고 arsen-

osugars의 노출이 주를 이루는데, 이들 유기비소는 무기비소

에 비해 독성이 낮고, 소변으로의 배설이 빠르기 때문에 인체

에 미치는 향이 다고 알려져 있다[2,7]. 반면, 음용수를 통

한 만성 인 비소 노출은 최근 세계 인 문제로 두되어 

큰 주목을 받고 있다[1]. 

음용수 의 비소는 부분 무기비소 형태로 인체에 노출

된다. 장 을 통해 쉽게 체내로 흡수된 무기비소는 류를 

따라 여러 장기에 분포되며, 주로 간에서 사되어 소변으로 

배설된다[4,9]. 아직까지 비소의 독성 기 은 명확히 밝 지

지 않고 있으나, 최근에 비소에 의한 독성기 , 특히 발암과

정이 체내에서의 산화 스트 스(oxidative stress) 발생과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어 주목 받고 있다[3,12]. 활

성산소는 DNA에 직  결합하여 single 는 double strand 

DNA 손상, 결손 등의 돌연변이를 유발한다. 8-hydroxydeox-

yguanosine (8-OHdG)은 활성산소에 의해 guanine이 산화된 

형태로 매우 낮은 농도의 산화  손상을 반 할 정도로 매우 

민감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산화 스트 스 지표  하나

이다[13]. 

본 연구는 비소를 포함한 속에 비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일부 폐 속 산 주변 지역의 

주민들  여자들을 상으로 이들의 요  비소농도를 평가하

고 비소의 노출정도와 산화  유 자손상과의 련성을 평가

해 보고자 시행되었다. 

재료  방법

연구 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두 군데의 폐 속 산 

지역 주민  여성 주민 165명을 상으로 실시하 다. 연구 

상자  본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동의서를 작성한 사람을 

상으로 직  면 조사를 실시하여 인구학  특성과 비소노

출과 련된 인자들을 조사하 으며 상자들의 일시뇨를 제

공받아 -20oC에 보 하면서 실험에 이용하 다. 

 

요  비소 정량

요  비소는 Hydride Generation System (FIAS 400)이 장착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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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원자흡 기분 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Perkin-Elmer Model 5100, USA)를 이용하여 hydride gen-

eration 방법으로 분석하 다. 채취한 소변은 HCl, ascorbic 

acid  KI를 2:2:1:1의 비율로 혼합하여 1시간 반응시킨 후 

10% HCl로 희석하여 분석에 이용하 다. 환원제로는 0.2% 

NaBH4와 0.5% NaOH를, 이동상은 3% HCl, 운반가스는 argon

을 각각 사용하 다. 표  시료(LyphocheckⓇ Urine Metals 

Control, Bio-Rad, USA)를 이용하여 요  비소 분석에 있어서

의 정확성을 도모하 다. 희석액에 함유된 비소의 농도는 시

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희석한 소변에 비소표 용액을 첨가하

여 얻은 표 검량곡선으로부터 산출하 다. 

 

요  8-OHdG 농도 측정

상자의 요  8-OHdG 농도는 시 되는 ELISA kit 

(8-OHdG Check, Japan Institute for the Control of Aging, 

Japan)를 사용하여 첨부된 매뉴얼에 따라 분석하 다. 최종 

농도는 소변의 크 아티닌 농도로 보정한 값을 사용하 다. 

 

요  크 아티닌 정량 

요  크 아티닌량은 Jaffe 반응을 이용한 방법[10]에 의해 

정량하 다. 즉, 채취한 요를 증류수로 100배 희석한 희석뇨 150 

μl에 picric acid (0.036 mol/l) 50 μl와 NaOH 25 μl를 연속하여 

넣고 잘 섞은 후, 정확히 15분간 반응시켰다. Microplate Reader 

(Spectra max 340, Tecan, Switzerland)로 51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여, 크 아티닌 표 용액(아산제약, 한국)으로 작성

한 크 아티닌 표 검량곡선으로부터 요  크 아티닌량을 

산출하 다. 이때 크 아티닌 0, 5, 10, 15, 20, 25 μg/ml를 표

용액으로 사용하 다. 

 

통계 분석

시행한 연구 결과는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두 지표간의 련성은 Pearson correlation co-

efficient로 제시하 고, p<0.05를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결   과 

인구학  특성 

체 상자의 평균 연령은 64.3±11.2세 다(Table 1). 상

자 165명 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3명이었으

나, 이들 모두 직업 인 비소노출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머지 상자는 모두 농사에 종사하거나 특정한 직업이 없는 

업주부 다. 상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은 45년이었으며 10

년 이상 거주자가 체 상자의 92.1%(152명)를 차지하 다. 

 

요  비소  8-hydroxydeoxyguanosine (8-OHdG) 농도 

조사 상자들의 평균 요  비소 농도는 기하평균(기하표

Table 1. Average levels of urinary arsenic and 8-hydroxydeox-

yguanosine

Variables AM±ASD
* GM (GSD)**

Age (yr)

Length of residence (yr)

As in urine (μg/g creatinine)

8-OHdG (μg/g creatinine)

64.3±11.2

45.0±7.8

7.09±4.92

3.77±3.79

-

-

5.65 (2.02)

2.78 (2.81)
*AM; arithmetic mean, ASD; arithmetic standard deviation.
**GM; geometric mean, GSD; geometric standard deviation.

편차)이 5.65(2.02) μg/g creatinine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노

출이 었던 사람은 0.67 μg/g creatinine, 가장 농도가 높았던 

사람은 29.48 μg/g creatinine을 보여 주었다. 상자들의 산화

 유 자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하여 소변 의 8-OHdG 

농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상자들의 평균 요  8-OHdG 

농도는 기하평균(기하표 편차)이 2.78(2.81) μg/g creatinine

으로 나타났으며 0.45 μg/g creatinine에서 31.31 μg/g crea-

tinine의 범 를 보여 주었다(Table 1). 

 

요  비소와 8-OHdG와의 련성 평가 

요  비소와 산화  유 자 손상지표인 8-OHdG와의 련

성을 평가한 결과, 체 165명에 한 분석에서 상 계수 

0.399(p<0.001)의 유의한 련성을 보여주어 비소의 노출은 체

내에서 산화 스트 스 발생과 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A). 상자들의 산술 평균연령인 64세를 기 으로 연

령군과 고연령군으로 나 어 요  비소  8-OHdG의 농도를 

비교하 다. 요  비소의 농도는 고연령군이 7.14로 연령군 

7.08에 비해 다소 높았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요  

8-OHdG의 농도도 고연령층이 4.01로 연령층 3.41에 비해 

높았으나 역시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data not shown). 

연령에 따라 나  두 군에서 두 변수 사이의 련성을 평가한 

결과, 양군 모두에서 유의한 련성을 보여주었으나 연령군

은 상 계수 0.458의 매우 높은 련성을 보인 반면, 고연령군

은 0.359의 상 으로 낮은 상 계수를 보여주었다(Fig. 

1B,C). 상자들의 요  비소 산술평균인 7.09 μg/g creatinine

을 기 으로 나 어 요  8-OHdG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고

농도군의 요  8-OHdG 농도는 4.78로 농도군의 2.58에 비

해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data 

not shown). 비소 농도에 따라 나  두 군에서 두 변수 사이의 

련성을 평가한 결과, 양군 모두에서 유의한 련성을 보여

주었으나 농도 노출군이 고농도 노출군에 비해 상 으로 

높은 련성을 보여주었다(0.348 vs. 0.272)(Fig. 1D,E). 

고   찰

본 연구는 일부 폐 속 산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

들의 만성 인 비소노출 정도를 평가하고 이것이 산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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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urinary arsenic and 8-OHdG levels. A; in overall subjects,  B; in young-aged group (<64 yr), C; in 

old-aged group (≥64), D; in subjects with low urinary arsenic level (<7.09 μg/g creatinine), and E; in subjects with high 

urinary arsenic level (≥7.09 μg/g creatinine). R represents correlation coefficient by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자 손상에 미치는 향을 평가해보고자 시행되었다. 충북지역

의 모 폐 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본 연구에 포함된 165

명의 여성들의 평균 요  비소 산술 평균농도는 7.09 μg/g 

creatinine으로 최고 높은 농도를 보인 사람의 농도가 29.48 

μg/g creatinine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출한 단 의 차이로 인

해서 직  비교는 어렵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비직업  

노출기 인 30 μg/l를 과하는 경우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폐 산으로 인한 비소의 과다 노출은 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그러나 Huang 등[8]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일반인 290

명을 상으로 보고한 평균 요  비소농도 3.95 μg/g crea-

tinine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

는 이들 산이 폐쇄된 지 모두 4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재 시 에는 그다지 지역주민들에 한 노출이 높지 

않지만 일반 비노출 지역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단

된다.  

비소의 만성 인 노출은 여러 가지 독성기 을 통해서 암을 

비롯한 유해작용을 유발하는데 그  하나가 산화  스트 스

에 의한 독성기 이다. 지 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비소는 

체내에서 환원과정 는 메칠화 과정으로 독성이 감소되면서 

체외로 배설되는데, 이 과정에서 루타치온(glutathion) 환원

효소와 nitric oxide synthase 등의 항산화와 련된 효소 등의 

활성이 하되는 반면, 지질의 과산화  활성산소의 생성은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12]. 폐 속 산 주변의 주민들은 폐

으로부터 유출되는 각종 속에 만성 으로 노출될 가능성

이 매우 높기 때문에 비소에 지속 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높

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고농도의 비소 노출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도에 의한 만성  노출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폐 산 주민들을 상으로 비소농도에 

따른 요  8-OHdG의 련성을 악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요  비소 농도는 8-OHdG와 유의한 상

계를 보여, 폐 지역주민들이 비소에 만성 으로 노출되면

서 체내에서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할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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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Chung 등[3]이 일반인 572명을 상으로 한 연구에서 총비

소 농도와 요  8-OHdG 농도가 상 계수 0.19의 유의한 상

계를 보임을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요  총비소 농도

와 요  8-OHdG 농도 사이에는 상 계수 0.399(p<0.001)의 

매우 높은 련성을 보 다. 이는 본 연구의 상이 되었던 

폐 산 지역 주민들이 허용치 이상의 고농도의 비소 노출은 

없지만 일정 농도의 비소에 만성 으로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산화  유 자 손상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한 본 

연구의 결과는 만성 인 비소노출에 한 효과지표(effect 

marker)로서 요  8-OHdG의 농도가 매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체 상자의 연령을 평균치 이하군과 이상군

으로 나 어 요  비소와 8-OHdG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요

 비소농도와 8-OHdG의 농도가 모두 고연령층에서 상

으로 높았으나 통계 인 유의성은 없었다. 요  비소의 농도

가 고연령군에서 높은 이유는 연령군에 비해 폐 산 지역에

서의 거주기간이 상 으로 길고(48.25±14.39 년 vs. 29.63± 

14.40 년) 이에 따른 노출시간이 길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두 변수 사이의 련성이 연령군에서 더 높았던 것

도 연령군에서의 비소노출이 상 으로 낮은 것과 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비소노출 농도에 따라 두 군으로 나 어 비교한 자료

에서 8-OHdG의 농도는 고농도 노출군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 사이의 련성은 오히려 낮은 농도의 

노출자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체 상자들의 노출정도가 

모두 기 치 이하의 노출이었기 때문에 평균 농도를 기 으로 

나  구분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비소

농도가 상 으로 낮았던 연령층에서의 련성이 더 높았

던 을 종합해서 고려해 본다면, 비소노출에 의한 유 자 손

상의 평가는 고농도의 비소노출보다는 농도의 비소노출군

에서 보다 정확하게 평가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이에 

한 정확한 이유를 악하기는 어렵지만 비소의 노출정도에 

따라 체내에서의 독성기 이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요  8-OHdG 농도가 농도의 비소에 

만성 으로 노출된 여성에서 산화  유 자 손상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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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일부 폐 속 산 지역 거주 여성의 요  비소와 8-hydroxydeoxyguanosine 농도 사이의 련성 

최 숙․엄상용․최병선1․박정덕1․김용 *․김헌

(충북 학교 의과 학 방의학교실, 1 앙 학교 의과 학 방의학교실)

본 연구는 비소에 한 만성노출이 의심되는 일부 폐 속 산 주변 지역 주민  여성들을 상으로 요  비소

농도와 산화  유 자 손상지표인 요  8-hydroxydeoxyguanosine (8-OHdG) 농도와의 련성을 평가하기 해 

시행되었다. 충청북도에 치한 두 폐 속 산 지역 주민  여성 165명을 상으로 요  비소농도와 요  

8-OHdG의 농도를 측정하고 SPSS 12.0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조사 상자들의 요  비소농도는 

기하평균이 5.65 μg/g creatinine으로 나타났으며 요  비소와 8-OHdG 농도와의 련성 분석에서는 상 계수 

0.399 (p<0.001)의 유의한 상 성을 보 다. 이러한 련성은 비소노출 농도가 낮은 경우가 노출농도가 높은 경우

에 비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요  8-OHdG 농도가 농도의 비소에 만성 으로 

노출된 여성에서 산화  유 자 손상을 평가하는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