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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연구목적: 교대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혈중 멜라토닌과 암관련 MT1 유전자, 

p53 유전자 농도를 비교하여 교대근로의 일주기 리듬 교란에 따른 위해성을 

확인하고 여성 교대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및 방법: 서울 시내 다섯 곳의 병원에 근무하는 교대근로 임상병

리사들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주간근무자로 각각 50명씩을 채혈하여 멜라토

닌, MT1 유전자, p53 유전자 농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특성인 연령, 체질량지수, 음주 여부, 음주 횟수에 대해 각 

근무형태군 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 카이제곱 검정

을 시행하였고, 측정한 멜라토닌과 MT1, p53 유전자 발현도의 차이가 근무형

태별로 있는지 보기 위하여 독립 t-검정을 시행하였다. 교대근로자에 한해서 

현재 지속하는 교대근무 기간이 멜라토닌과 MT1과 p53 유전자 발현도에 영향

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s, ANOVA)을 시

행하였고, 멜라토닌 수치에 대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멜라토닌은 교대근로자가 기하평균 1.77pg/mL로 주간근로자의 

6.51pg/mL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ratio" 로 측정한 MT1 유전

자는 교대근로자가 평균 1.57 ratio로 주간근로자가 1.83 ratio보다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53 유전자는 교대근로자가 평균 0.88 

ratio이고 주간근로자가 0.80 ratio로 더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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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본 연구에서 교대근로자가 주간근로자보다 멜라토닌과 MT1 유전자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차이가 있었으나, p53 유전자 발현은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향후 개별적인 호르몬의 변화, 생리적인 차이, 유전적인 요인 등을 배

제하기 위해 교대근로자 야간근로 전•후의 농도 변화를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교대근로자들의 건강검진에 멜라토닌을 포함

하여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보충제를 제공하거나 근로조건의 변경 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핵심 되는 말: 교대근로자, 멜라토닌,  MT1 유전자, p53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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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교대근로로 인한 일주기 리듬의 파괴는 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산업위생과 안전에 있어서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여 종사하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IARC, 2007; Reid와 

Dawson, 1999; ILO, 2002). 그러나 우리 사회는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생산 

공정의 특성상 24시간 작업이 필요한 경우, 감가상각이 큰 경제적 요구 등을 

이유로 교대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2010년 우리나라 교대근무 근로자는 8.2%

로 2006년 7.2%에 비해 증가하였다(2011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한, 사

회상의 변화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졌고 이러한 근무 환경의 변화에 우리사

회는 교대근로에 여성들이 적응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노진주, 2005).  

  교대근로는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이 교란된 형태이다. 이러한 일

주기 리듬은 근로자들이 아무리 오랜 기간 야간근무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바

뀌지 않는다. 그래서 교대근로는 일정하고 예측할 수 있게 계획하는 것이 타

당하나 작업의 형태 또는 소유 인력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하지 못

하는 현실이다. 일주기 리듬이 교란된 근로자들에서 스트레스 (Costa, 

1996), 소화기장애(Knutsson, 2010), 내분비장애(Davis와 Mirick, 2006), 심

혈관 장애(Bøggild, 1999), 수면장애(임숙빈 등, 2006), 유방암(Stevens, 

2009; Schernhammer, 2001), 고환암 발생위험이 높다(Davis 등, 2012). 

  일주기 리듬은 신체 내부의 반응이지만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조절된다

(민순 등, 1998). 일주기 리듬에 관여하는 환경요인은 빛인데, 이에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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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되는 것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다(남상욱, 2011; Arendt, 2006).  

눈의 망막이 야간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줄어들면 이를 인식하고 시교차상 핵

에 신호를 전달한다. 시교차상 핵은 송과체(pineal body)에 빛 정보를 전달

하고 이곳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된다(Lundmark 등, 2006). 분비된 멜라토닌은 

시교차상 핵에 다량 존재하는데 이곳은 다양한 생리적인 일주기 리듬을 조절

하는 곳이다(Dijk와 Czeisler, 1995). 빛의 자극이 멜라토닌 생성을 저해 하

므로 주간보다 야간의 농도가 50~100배 정도 높아지는데(이상목, 1999) 새벽 

2시에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다(Tamarkin, 1982). 그러나 야간이라도 망막이 

빛에 노출되면 멜라토닌의 농도가 급속하게 낮아진다(Brainard 등, 1997; 

Lewy, 1980). 따라서 야간근무시 조명 아래에서 일을 함으로써 근로자의 멜라

토닌 농도가 낮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교대근로가 유방암 발생률과 깊은 관계가 있고, 교대근로 시의 빛 노출로 

낮아진 멜라토닌 농도가 유방암의 높은 발생률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Smith, 

2008)를 보면, 교대근로자에서 멜라토닌 농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낮아진 

멜라토닌 농도 때문에 일부에서는 교대근로자에게 멜라토닌을 보조충제로써 

유용하게 사용하기도 한다(Srinivasan 등, 2008). 혈장 멜라토닌 농도는 나

이, 몸무게, 출산경험, 생리주기에 따라서 농도의 변화가 적어(David 등, 

1982) 교대근로자의 빛 노출에 따른 농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유용할 것

으로 생각할 수 있다.

  멜라토닌은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암의 억제 유

전자인 p53을 멜라토닌이 활성화시키기(Mediavilla, 1999) 때문이다. p53은 

손상된 DNA를 복구하거나 문제가 되는 세포의 자살을 돕는다(Santoro 등, 

2012). p53은 20년 전부터 다양한 사람의 종양에서 빈번하게 변이가 발견되었

고(Schetter J 등, 2012), 이러한 변이가 암 환자의 50%에서 발견되었다(Ong 

등, 2012). 정상세포에서 p53은 낮은 농도를 보이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게노



- 3 -

믹 손상을 일으키면 p53이 활성화된다(Helton과 Chen, 2007). 이때 세포 안

에서 p53 유전자는 뚜렷하게 증가 하는데, 활성화된 상태의 p53은 다양한 세

포 숙명(cell-fate)을 변형하고 일시적인 증가는 증식기 노화와 세포 자살의 

모든 방법을 막는다(Santoro등, 2012).  

  멜라토닌 수용체(Melatonin receptor)유전자는 각종 신경조직과 말초조직

에서 멜라토닌 활동의 중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G-단백질연관수용체

이다(Park 등, 2007). 멜라토닌 수용체는 MT1과 MT2 등이 있고 7개 막 G-단

백질연관수용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Browning 등 2000) 다양한 척추동물

에서 확인이 가능하다(Park 등, 2007). 이것은 프로락틴의 계절통제와 같은 

신경내분비 체계의 멜라토닌 광주기 효력을 중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Guerrero 등, 2000). 내인성시계는 시교차상 핵에 존재하는데 이곳은 휴식, 

운동, 체온, 호르몬 분비 등과 같은 생물학적 리듬을 통제하는 곳으로

(Pfeffer 등, 2012), 다량의 멜라토닌과 MT1 수용체 유전자가 시교차상 핵에

서 주로 확인 되었다(Jody 등, 2006).     

  우리나라는 여러 선행 연구자들이 교대근로자에 대하여 활발하게 연구를 진

행하였지만, 소화기장애, 심혈관장애, 수면장애, 스트레스 등에 관한 것이 대

부분이고 교대근로자의 멜라토닌 농도변화와 멜라토닌 수용체(MT1) 유전자, 

p53 유전자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진행된 연구들도 혈중 농도를 측정하기

보다는 대사되어 배출되는 소변을 가지고 연구한 경우들이었다. 또한, 멜라토

닌과 멜라토닌 수용체 유전자, p53 유전자 분석을 함께한 경우가 없었다. 이

는 연구대상자들을 여러 번 침습적으로 채혈해야 하는 부담감과 채혈 후 분석 

전까지 까다로운 조건으로 검체를 보관해야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점 등

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교대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혈중 멜라토닌,  멜라

토닌 수용체 MT1 유전자, p53 유전자 농도를 비교하여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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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근로의 위해성을 확인하고 여성 교대근로자들의 근무 조건을 개선하는데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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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조사대상

교대근로자는 서울 시내 다섯 곳의 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들로 오후 

10시에 업무를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8시에 종료하는 근로자들이다. 이들 병

원의 근무 형태는 야간근무가 10시에 시작하고 오전 8시에 종료하고, 주간근

무는 오전 7시, 8시 그리고 9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 5시 그리고 6시에 종료

한다. 각각의 근무는 근무자가 희망하거나 사측의 요청대로 기간이 정해졌다. 

이들의 야간교대근무의 특징은 연속적으로 1개월에서 몇 년간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5일간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의 교대근로 총 경험은 

최소 1개월에서 11년까지 다양하였다.

또한, 대조군으로는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주간근무자로 오전 9시에 업무 

시작 오후 6시에 종료하는 근로자로 한 번도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선택하였다. 대상자의 나이는 24세에서 53세였다. 흡연자이거나 호르몬제를 

처방받고 있는 경우,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모유 수유를 하는 경우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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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방법

 가. 일반적 특성을 위한 기초 설문

 각 50명씩 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여 신상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여 작성을 

요청하였다.

1) 출생연도와 월을 기술하였다.

2) BMI를 계산하기 위하여 키와 몸무게를 측정하였으며 다섯 곳에서 사용하는 

측정기구가 다른 것을 고려하여 정수로만 기재하였다.  

3) 음주에 관해서는 술은 마시는가?라고 질문하였고 “아니요.”라고 하면  

비 음주자로 “예”라고 하면 음주자로 나누었다. 또한 “예”라고 답한 대상

자들에게는 일주일에 몇 회 정도 음주하는가? 질문하여 답하게 하였다.

4) 야간근로자들에게는 야간근무를 했던 총 기간을 기술하게 하였다.

5) 야간근로자들에게는 최근 지속해서 야간 근로를 한 기간을 작성하게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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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상자 채혈 및 검체 보관

 기초설문을 통하여 정해진 대상들에게 채혈 일정을 안내한 후 임상병리사가 

직접 방문하여 채혈하였다. 채혈은 오전 8시에서 9시에 전혈채혈 용기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혈청분리용(serum separate 

tube, SST) 용기 1개씩 하였다.

멜라토닌 검사를 위해서는 채혈 즉시 EDTA 용기를 3,000rpm 10분간 원심 분

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고 -70℃ 냉동고에 검사 전까지 보관하였다. 멜라토닌 

수용체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는 혈장분리 후 남은 cell을 PCR 분석사에게 전

달하였고 즉시 검사하지 못하는 경우 m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mRNA로 cDNA 

합성 후 -70℃에서 냉동보관 하였다.

채혈 후 냉동고까지 운송이 오래 걸릴 때 드라이아이스를 이용하여 동결시

켜 운송하였고 검체보관용 냉동고는 주) 일신바이오베이스(제조국: 한국) 것

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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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석과정

1) 멜라토닌 분석

  동결 보관된 검체를 실온에 두어 녹였다. 검사 전에 전도 혼합 과정을 거쳐 

검체가 잘 섞이도록 하였다. 시약은 IBL사(제조국 Germany)의 Melatonin 

ELISA kit 2개를 사용하였고 두 kit 모두 같은 Lot 번호였다. 검사는 kit에서 

제공하는 과정대로 시행되었다. 혈장 500 uL를 column에 넣어 멜라토닌을 추

출하였다. 추출액을 가지고 분석 well에 50 uL씩 분주하였다. 각 well에 분석 

효소를 넣고 14시간 냉장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3번의 수세 과정을 통하여 

비 결합한 부분을 제거하고 최종 산물을 Bio-Tek사의 ELX 800 reader 405nm에

서 농도를 확인하였다. 결과의 정확성은 kit에 포함된 control이 같은 분석과

정 후 허용범위에 있으므로 인정하였다.

2) 멜라토닌 수용체(MT1), p53 유전자 분석  

  mRNA 추출은 QIAGEN사(제조국 Netherlands)의 QIAAmp DNA mini kit 이용하

였다. 1.5 mL tube에 AL buffer 200 uL와 protease K 20 uL, 전혈 200 uL를 

넣고 56도에 10분 방치하였다. 100% Ethanol 200 uL를 넣고 혼합한 후 QIA 

spin column에 넣고 8,000rpm에서 1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500 uL의 AW1, 

AW2 완충액으로 세척 후 AE 완충액 100 uL로 mRNA를 추출하였다. cDNA 합성은 

Invitrogen사의 Superscript reverse transcriptase 하였다. 1μg의 total 

mRNA를 포함하는 RNase free water aliquot에 1.0μM (1 uL)의 oligo-dT 

primer를 첨가한다. 여기에 2 units (0.5μL)의 reverse transcriptase, dNTP 

mix (5 mM each dNTP) 0.5uL, 5x buffer RT 4.0uL 를 혼합한 뒤 RNase free 

water를 넣어 전체부피가 20 uL 가 되도록 하였다. 이 혼합물을 25℃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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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50℃에서 45분간 반응시킨 다음 enzyme을 비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75℃에

서 15분간 가열한 후 PCR에 사용하였다. ABI 7500(제조국 USA) 장비로 

Real-time PCR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MT1, p53은 고찰된 문헌에서 나온 

primer 정보를 이용하였다. 또한, mRNA의 추출과 reverse transcription 반응

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양성 대조군으로 β-actin에 대한 Real-time PCR

을 각각 시행하였다. 각각의 PCR 반응은 Roche사(제조국 Germany)의 3uL  

template DNA, 3uL forward, reverse primer, 12.5 uL  Taq PCR Master Mix 

, H2O 6.5uL 를 혼합하여 전체 부피가 25uL 인 상태에서 반응시켰다. β

-actin, MT1, p53의 경우 94℃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94℃에서 30초 55℃

에서 1분 과정을 45회 반응시켰다. 이때 calibrator는 stratagene human 

total RNA reference이며, 100ng, 10ng, 1ng, 0.1ng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

다.

 분석법은 상대 정량법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대상 유전자의 농도 값을 

calibrator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b-actin 유전자 농도로 나누어 ratio를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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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분석

  연구대상자의 특성인 연령, 체질량지수, 음주 여부, 음주횟수에 대해 각 근

무형태군 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연속형 변수인 음주횟수에 대

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고, 범주형 변수인 연령, 체질량지수, 음

주 여부에 대하여 chi-square test를 시행하였다. 그리고 측정한 멜라토닌과  

MT1, p53 유전자 발현도의 차이가 근무형태별로 차이가 있는지 보기 위하여 

indepen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멜라토닌은 결과 값 분포가 정규분포를 만

족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을 보여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이용하였

다. 교대근로자에 한해서 현재 지속하는 교대근로 기간이 멜라토닌과 MT1과 

p53 유전자 발현 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s, ANOVA)을 시행하였다. 또한, 단변량 분석결과 두 군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보인 멜라토닌, MT1과 p53 유전자 결과에 대하여 다변량 회귀분석

을 시행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 검정을 위한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으

며,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 및 검사 수치는 전산 입력하여 통계 프로그램 

SAS for windows 9.2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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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1.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나이 분포는 24세에서 53세였고, 평균연령은 교대근로자가 

30.0(±6.0)세였고, 주간근로자가 31.7(±4.3)세였다. 교대근로자는 20대가 

31명(62%)이었고, 주간근로자는 30대가 32명(64%)으로 가장 많아 분포의 차이

가 있었다. 체질량 지수는 대한비만학회기준으로 체질량 지수 18.5 kg/m2 미

만을 저체중, 18.5-22.9 kg/m2를 정상, 23.0 kg/m2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하

였으며, 평균값이 교대근로자가 20.6 kg/m2 이였고 주간근로자가 19.4 kg/m2

로 정상범위(18.5~22.9 kg/m2)에 속하였으나 주간근로자가 더 낮았다. 교대근

로자는 5명(10%)이 과체중이었고, 주간근로자는 과체중이 없었다. 음주력에서

는 각 군중 음주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음주하는 사람의 주당 음주 횟수는 0.9회로 같았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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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shift work daytime work p-value

Age(years)

20-29 31 (62.0%) 17 (34.0%)

0.00130-39 15 (30.0%) 32 (64.0%)

≥40 4 (8.0%) 1 (2.0%)

BMI*

(kg/m2)

<18.5 10 (20.0%) 13 (26.0%)

0.0718.5-22.9 35 (70.0%) 37 (74.0%)

≥23.0 5 (10.0%) 0 (0.0%)

Alcohol 

consumption

 Yes 34 (68%) 35 (70%)

1.00

No 16 (32%) 15 (30%)

Frequency of drinks 

(times/week)
0.9±0.9 0.9±0.9 0.830

 BMI: Body Mass Index
* Criteria from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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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들의 혈액 분석 결과 

  멜라토닌은 교대근로자가 기하평균 1.77 pg/mL, 주간근로자가 6.51 pg/mL 

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MT1 유전자는 교대근로자가 평균 1.57 

ratio로 주간교대근로자가 1.83 ratio보다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다. 

p53 유전자는 교대근로자가 평균 0.88 ratio이고 주간교대근로자가 0.80 

ratio로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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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Comparison between the shift work and daytime work has shown the   

difference in melatonin levels, displaying MT1 and the p53 gene  

variables
shift work daytime work

p-value
GM±GSD N GM±GSD N

Melatonin*

<pg/mL>
1.77±9.63 50 6.51±1.91 50 <0.001 

Mean±SD Mean±SD

MT1

<Ratio>
1.57±0.55 37 1.83±0.60 44 0.046

p53

<Ratio>
0.88±0.35 37 0.80±0.24 44 0.249

  

 *Analyzed using the natural log transformation 

 MT1 Ratio = MT1 gene(ng/uL)/b-actin gene(ng/uL)

 p53 Ratio = p53 gene(ng/uL)/b-actin gene(ng/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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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근 연속 근무기간으로 구별한 교대근로자의 멜라토닌 농도 

  최근 연속 교대근무기간을 12개월 단위로 나누어 평가하였을 때 12개월 이

하 근무자의 멜라토닌 기하평균은 1.52 pg/mL 이었다. 13개월 이상 24개월 이

하 근무자의 멜라토닌 기하평균이 1.35 pg/mL 이었고 25개월 이상 근무자의 

멜라토닌 기하평균은 각각 5.07 pg/mL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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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Results of melatonin from shift work according to each month period 

Shift work duration (month)

p-value
1-12

(n=36)

13-24

(n=7)

≥25

(n=7)

GM±GSD GM±GSD GM±GSD

Melatonin*

<pg/mL>
1.52±8.82 1.35±27.22 5.07±1.24 0.428

 *Analyzed using the natural log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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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근 연속 근무기간에 따른 교대근로자의 MT1, p53 유전자 분

석 결과 

  최근 연속 교대근무기간을 12개월 단위로 나누어 평가하였을 때 12개월 이

하 근무자가 24명으로 64%였고, MT1 평균이 1.61 ratio, p53 평균이 0.85 

ratio이었다. 13개월 이상 24개월 이하 근무자의 MT1 평균이 1.67 ratio이었

고, p53이 0.90 ratio이었다. 25개월 이상 근무자의 MT1, p53 의 평균은 각각 

1.39 ratio, 0.99 ratio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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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4. Results of MT1, p53 gene, from shift work according to each month 

period 

Shift work duration (month)

p-value
1-12

(n=24)

13-24

(n=6)

≥25

(n=7)

Mean±SD Mean±SD Mean±SD

MT1 

<Ratio>
1.61±0.49 1.67±0.56 1.39±0.76 0.595

p53 

<Ratio>
0.85±0.29 0.90±0.34 0.99±0.52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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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멜라토닌, MT1 유전자와 p53 유전자의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단변량 분석에서 근무형태에 따라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멜라

토닌의 농도를 잠재적인 혼란변수를 통제하여 다변량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대상자가 모두 여성이였고, 비흡연자이고, 호르몬 약물을 치료받고 있지 

않았으므로 나이, 체질량 지수, 음주력으로 보정하였고, 주간근무를 독립변수

로 야간교대근무를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회귀계수 -1.41로 통계학적으로 유

의하였다. MT1유전자, p53유전자는 다변량 분석에서 선형모델을 만족하지 못

하였다(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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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5. Melatonin,  MT1 gene and p53 gene levels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for the shift work

regression 

analysis
regression coefficient† p-value Adj R-square

Melatonin*  -1.41 <0.001 0.119

MT1 

<Ratio>
 -0.26  0.056    0.008

p53 

<Ratio>
 0.08    0.241 -0.020

* Analyzed using the natural log transformation                                 
†Adjusted for the effects of age, BMI, and alcohol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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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Distribution of melatonin levels. The shift work tends to have a low level of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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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T1 gene patterns of the shift work are less than that of the 

daytime work. The threshold cycle(Ct)s of the night shift are behind the day 

shi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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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교대근로자의 건강장애는 단순피로(고영훈과 조숙행, 2002)부터 유방암(Lie 

등, 2011; Jung과 Ahmad, 2006)같은 종양(Fritschi 등, 2011)까지 그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이러한 건강장애는 교대근로가 24시간 일주기 리듬을 교란하

기 때문이다. 일주기 리듬 교란은 호르몬과 관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멜

라토닌이다(Korkmaz 등, 2009). 멜라토닌은 멜라토닌 수용체와 함께 광주기 

정보를 뇌하수체에 전달하고(Yasuo 등, 2009) 뇌하수체 중 후엽은 시상하부에

서 만들어진 호르몬을 저장해 두었다가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멜라토닌과 멜

라토닌 수용체가 시상하부 시교차상 핵에 존재하는데(Park 등, 2007), 두 물

질은 높은 친화력을 통하여 시교차상 핵을 규제하는 영향을 가한다(Pfeffer 

등 2012). 따라서 일주기 리듬이 교란된 교대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멜라토닌

과 멜라토닌 수용체의 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멜라토닌은 교대근로자가 기하평균 1.77 pg/mL으로 주간근로자

의 6.51 pg/mL 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케나다의 교대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구한(Grundy 등, 2011; Davis 등, 2012)것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다. 

사람과, 양, 쥐, 생쥐에서 멜라토닌 수용체의 측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

다(Devavry 등, 2012)라는 보고가 있었고, 생쥐에게 빛 노출지속과 밤과 낮을 

구분하였을 때 멜라토닌 수용체의 변화를 확인한 연구에서 야간에 빛에 노출

된 군에서 멜라토닌 수용체의 농도가 낮았다(Richter 등, 2008; Guerrero 등, 

2000)는 결과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멜라토닌 수용체 유전자는 교대근로자

가 평균 1.57 ratio로 주간근로자 1.83 ratio보다 낮았고, 통계학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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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라토닌은 또한 발암 억제 유전자인 p53을 활성화 시켜 암을 억제하는 것

으로 보인다. p53의 암 억제 방식은, 평소 세포 내에서 아주 적게 발현되어 

있다가 내·외부의 환경에 의해 말단조직인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p53

이 활성화 되고 세포 내에서 양이 증가하고 손상된 DNA를 복구하거나 세포 자

체가 자살 할 수 있도록 돕는다(Helton과 Chen, 2007). 많은 암 환자에게서 

50% 이상 p53 변이가 보이는데, p53 본연의 역할인 손상된 세포의 복구나 문

제가 되는 세포가 자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Ong 등, 

2012). 본 연구에서 교대근로라는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키는 외부요인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 p53의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통계학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멜라토닌 측정 시 영향을 주는 조명의 세기에 대

한 정보가 없고 근무하는 장소가 각각 달라 각각의 조명 세기가 제어되지 못

하여 대상자들에게 노출된 빛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었는지 정확하게 반영

하지 못하였다. 둘째 멜라토닌 수용체 유전자나 p53 유전자 발현량에서 유전

자 발현에 더 많은 영향을 준다고 알려진 대상자들의 스트레스 강도, 가족력 

등 내·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연구결과에서 정확한 반영이 어

려웠다고 사료된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을 기초설문 조사 때 일대일 대면하여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였으나 대상자들이 모두 여성이고 연구자와 평소 안면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음주력이나 흡연경력, 호르몬제 치료 경험 등에서 일부 

솔직히 답변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여 정보편견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교대근로자와 주간근로자의 혈액에서 멜라토닌, 멜라토닌 수용체 

유전자, p53 유전자가 함께 연구된 적이 없었는데 연구를 진행한 것과 각각의 

개별적 선행연구에서 있었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연구결과가 있어 목

적하는 연구에 어느 정도 의미가 부여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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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이번 연구는 서울 시내 다섯 곳의 병원에 근무하는 교대근로 임상병리사들

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주간근로자 각각 50명씩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들의 연령은 24세에서 53세이고 대상자들은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에 채혈하

여 혈중 멜라토닌과 멜라토닌 수용체 MT1 유전자, p53 유전자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멜라토닌은 교대근로자가 기하평균 1.77 pg/mL으로 주간근로자의

6.51 pg/mL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멜라토닌 수용체 MT1유전자는 

교대근로자가 평균 1.57 ratio로 주간근로자가 1.83 ratio보다 낮았고,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53 유전자는 교대근로자가 평균 0.88 ratio

이고 주간근로자가 0.80 ratio로 높았지만,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

다.

따라서 교대근로가 건강장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특히, 여성은 유방암

에 대하여 많은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장애가 회복될 수 없

는 단계에 이르기 전에 교대근로자들의 건강검진 항목에 혈중 멜라토닌 등을 

포함시켜 혈중 농도의 변화를 확인하고 보충제를 처방하거나 업무 변경을 시

키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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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A study of Serum melatonin and cancer-related genes 

in shift workers      

Song Gi Seon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Directed by Professor Jaehoon Roh, M.D., Ph.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hazard of the circadian rhythms 

disturbance of the shift work from the preceding researches and to use the data 

for improving the working condition of shift worker through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melatonin, MT1 gene and p53 gene of the shift workers and the 

daytime workers.

Melatonin, MT1 gene and p53 gene were analyzed with the collected blood of 

fifty shift workers and fifty daytime workers who work in the five hospitals in 

Seoul. 

The Independent t-test and  the chi-square test were used to find out if 

there i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age, BMI, alcohol use 

and frequency of drinking between the two working groups. Also the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see the difference of melatonin, MT1 gene and p53 gene 

expression between the two groups. The ANOVA was used to see whether shift 

workers's continuous shift working period have influenced melatonin, MT1 gene 

and p53 gene expression. In addition,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Melat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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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esult of the Research: Melatonin of the shift workers geometric mean is 

1.77 pg/mL, which is significantly lower than daytime workers geometric mean, 

6.51 pg/mL. The mean of MT1 gene of the shift workers is 1.57 ratio, which is 

lower than daytime workers mean, significantly 1.83 ratio. The mean of p53 gene 

of shift workers is 0.88 ratio, which is lower than the mean of daytime 

workers, 0.80 ratio,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Conclusion: The melatonin and MT1 gene of the shift workers were 

significantly more decreased than the ones of the daytime workers. However, p53 

gene of shift work h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urther researches should 

check the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shift work to exclude the change 

of hormone, physiological difference and genetic factors of each individual. In 

conclusion, melatonin checking should be included in health screenings for the  

shift workers and the supplements should be provided or their working condition 

should be chang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health screenings.

                                                                                

Key words: circadian rhythms, shift workers, melatonin, MT1 gene, p53 ge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