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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감사의 글글글글

한 해, 두 해 학교에 나오면서 변하지 않은 것은 제자를 반갑게 맞아주

시던 교수님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따뜻한 배려로 제자의 앞날을 걱정해주

시고 앞서나가는 교육의 장을 열어주신 신동천 교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

립니다. 사회생활로 인해 학교를 잠시 쉬어야했던 일 년의 기간동안 스승

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꼈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해주신 신동천 

교수님께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바쁘신데도 언제든지 연구실의 문을 열어놓고 마음 편히 논문에 임

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배려로 논문을 지도해주신 양지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논문과정을 묵묵히 지켜봐주시고 웃음과 세심한 배려로 지

도해주신 노영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도 정성을 다해서 통계

를 지도해주신 박존순 선생님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든든한 울타리처럼 먼 곳에서 지켜봐주시는 박용신 학장님, 팽종인 

교수님, 정헌준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스승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혜숙 교수님께 부끄럽게나마 논문을 드

릴 수 있게 되서 기쁩니다. 입학동기이자 항상 든든한 우리 김수찬 형님, 

박만승 형님, 바쁜데도 형의 일이라면 항상 먼저 우선 순위였던 멋진 동생 

영길이, 예쁜 영수와 순영이. 경희, 성연 누나,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따

뜻함을 꼭 전해주고 가시는 영중형님께 감사드립니다. 

따뜻하고 단란한 학교분위기를 만들어주신 이강석 선생님, 최상철 선생

님, 우리 멋진 누이 문원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연구소에서 항상 든든

한 조언을 해주신 호현, 용진, 민정 선생님,길용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

다. 

바쁜 와중에도 동생 챙겨주시는 맘 좋은 우리 최병락형님, 조관희형님, 

좋은 동기 진준수선생님, 안승철선생님, 김택수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

합니다.



친구 학교 보내느라고 밥 먹이고 저녁에 웃는 얼굴로 맞이해준 내 가족 

같은  대호와 미숙씨께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울 좋은 친구 성상, 용재, 선협, 상전, 충구, 동기, 순용, 환길과 졸업

의기쁨을 나누고 싶네요. 형제 같은 내 친구 원희와 규태, 멋진 동생 민중

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내 좋은 벗 성록,인영,응섭이, 멋지고 예

쁜 정연이, 웃음이 멋진 동생 정식,광현,정창,동운이와 평생 소중한 인연

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네요. 항상 예쁜 잔소리로 웃게 해주는 예쁜 동생 

정은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일본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언제 

봐도 든든한 명구와 잊지 않고 안부를 묻는 영욱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항상 기도해주시는 울 형님, 사랑하는 울 형님 김동문 목사님께 감사드립

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느라고 힘들텐데도 아낌없이 학문적으로 도와주고 

마음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친형 같은 내 소중하고 그리운 근희형님과 

은정형수님께 감사드립니다. 회사에서 든든하게 일할 수 있게 도와준 귀여

운 지영이, 10월이면 한국에서 보게 될 예쁜 대만 소녀 kim에게도 고마움

을 전합니다. 늘 옆에서 든든하게 항상 챙겨 주시는 울 재성형님, 재헌형

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옆에서 조언과 사랑을 베풀

어주신 든든한 우리 유용철 형님,형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넘 예쁘고 멋진 

아시아나 비행소녀 민영이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향에서 항상 걱정해

주시고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이모, 이모부께 가슴깊이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언제나 푸근하게 안아주시는 울타리 같은 우리 근호형

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쁜 친구같은, 애인같은 주리, 주영누나께 감

사드립니다. 손자를 너무 예뻐해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할머니께 감사드립

니다.

내 가슴속에 그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미안과 사랑을 전

합니다.

  사랑하는 울 언니, 재선.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뻐하는 오빠를 존경

한다는 나 닮은 울 여동생 재인이. 재선, 재인이 항상 건강하고 항상 행복

하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리라 항상 기도합니다. 



내 무엇을 줘도 아깝지 않은 재선과 재인에게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떠오르는 울 사랑하는 어머니. 동희씨. 당신이 계셔

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네요. 넘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다 돌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멈추지 않을거라 약속드려요. 사랑해요.

가장 기뻐하시고 축하해주셨을 울 아버지. 

살아계셨을때 한번도 이 말을 못해서 가슴이 아프네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이 책을 바칩니다.”

고마운 분들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그 동안 마음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아껴주셨던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2005년  6월

                                                                      

                                                          이재운 사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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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국 국 국 문 문 문 문 요 요 요 요 약약약약

내분비계장애물질(EDC)은 주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다매체 거동 

모형을 이용하여 환경 내 동태에 있어서 전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연구사업계획(1999~2008)’ 중 기반연구, 

오염실태 및 영향조사에 중심을 두어 1999~2003년까지의 결과를  국내의 

다매체 환경 (대기, 수체 및 퇴적층, 연안퇴적층, 토양)의 자료를 조사하였

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내 노출 현황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

사 분석해보니 점차적으로 검출 농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비슷

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검출농도는 낮거나 

유사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이옥신의 평균 검출농도는 대기, 저질, 

토양 등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영국의 의학잡지「브리티쉬 메디칼 저널」에 논문

을 실은 Skakkebaek연구팀(1992)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의해 지난 40년간 

고환암의 발생률이 세배로 증가하였고, 평균 정자수는 1938년에서 1990년 

사이에 거의 50%나 감소되었다고 보고했고 같은 해 Carlsen 등(1992)에 의

하여 제기된 인류의 정자 수 감소 가설은 이후 여러 연구들에 의하여 제한

점이 지적되기도 했고 확인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내분비교란물질로 대표되는 환경오염물질에 의하여 남성의 생식력이 감

소하였다는 가설에 대하여 국내 정자에 대한 산발적인 여러 연구들을 종합 

분석하여 '정자의 질(semen quality)'을 평가하였다.

가임력이 증명된 사람들이 정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

력증명 여부에 따라 정상대조군만을 포함한 자료(이하 Group I)와 불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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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중 정상소견을 보인 것을 포함한 자료(이하 Group II)를 구분하여 각각

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한국 

남성의 정액질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정자

의 수를 보면 오히려 2000년 전과 후로 비교해본 결과 그룹 Group I에서 

2000년 전 87.32x106/mL, 2000년 후 115.1x106/mL로 Group II에서

2000년 전 90.98 x106/mL, 2000년 후 115.1x106/mL로 나타나 정자의 

수가 약간 더 늘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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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필요성 및 및 및 및 목적목적목적목적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일명 환경호르몬이라 일컬어지며, 이들 화학물질들

이 생체내로 들어와 내분비계의 기능을 교란시킴으로써 이로 인해 생식계  

독성(정자수 감소, 기형유발, 암수의 변화 등), 호르몬과 관련된 암 발생 

그리고 뇌기능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이 한 가지 

물질이 여러 계통에 복합적인 독성을 나타내고, 특히 기형아 출산이 증가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사회

적으로 큰 환경문제로 부각되었다.

  내분비계 장애물질(Endocrine Discrupting Chemicals ; EDC)에 대하여 

환경보전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는 생물의 항상성, 

생식(번식), 발달(분화) 또는 행동을 조절하는 체내 호르몬의 합성, 분비, 

운반, 결합, 작용 또는 분해(소멸) 등을 간섭하는 외부 물질로 정의하고 있

다.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에서는 내분비계 기능을 변화시켜서 이차적으로 

개체나 그 자손의 건강상의 유해영향을 유발할 수 있는 외부물질이라고 정

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의의 공통점은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외부

물질이라는 것이며, 내분비계에 영향을 주어 유해영향을 나타낸다는 것이

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내분비계의 간섭을 통하여 인간 및 생태

계의 건강상 유해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외인성 화학물질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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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신동천, 2000)

  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생체의 호르몬 분비 기능에 변화를 일

으키는 물질로서 생체는 물론 그 자손의 건강에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외인성 물질이다 특히 성호르몬의 기능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생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식능력을 감소시켜 생물군의 개체수까지도 줄일 수 있

다.

  다량의 EDC 노출은 개체의 내분비계를 교란하여 암, 생식과 발생의 이

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임신한 동물의 대물림 독물(hand-me-down 

poison)로 작용하고, 기관 발생과 생식에 대한 독성을 나타낸다. 지난 10

여 년간 동물과 사람의 멸종을 초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EDC 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독성학적 위해성 평가(Toxicological risk assessment)에서 물질

의 역가, 동력학적 변동, 노출 정도, 내분비계의 작용방식, 체내 성호르몬

의 농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남으로 적합한 특수연

구 방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생체 이물질(Xenobiotics) 

또는 유사 에스트로젠으로서 저용량의 피해 영향은 없다고 평가하는 결과

도 있으나, 생태계 내 독성 및 생식이상의 결과는 명확하며, EDC는 생체 

내에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난분해성임으로, 연속적으로 노출되는 직업 환

경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동물, 그리고 음식물을 통해 장기적으로 유입되는 

위해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이다. 또한 발생과정 동안 기관의 초

기형성과정 등 특정 시기에서는 소량에 노출되어도 기형학적인 결과나 발

생 생식의  이상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왔다. 아울러 먹이 사슬을 통한 누

적적 효과를 나타내는 환경생태∙독성학적 효과(Ecotoxicological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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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물림으로 작용하여 동물의 멸종을 초래하고 있다는 연구보고 등은 앞

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윤용달 등, 2001)

  역사적으로 내분비교란물질 가운데 처음 알려진 것은 호르몬제제 약품이

다. 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DES(Diethylstilbesterol)이다.

이 물질은 강력한 합성 여성호르몬인데 임상실험에서 약효와 안전성이 채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1948년부터 1972년까지 유산 방지의 목적으로 

임산부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그러나 이약을 복용한 산모에게서 유산 방지

의 효과가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태어난 여아가 사춘기 나이가 되면 그 

나이에 매우 희귀한 질암이 다수 발생하고 남아에게서도 성기 기형이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환경 에스트로젠 가운데 하나인 DDT와 PCB에 

노출된 여성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1992년과 1993

년에 미국 마운트 사이나이 병원의 윌프(Wolff)박사에 의하여 처음 보고 

되었다. 이처럼 현대 인류의 질병 추세에 관한 연구에서 달리 설명되지 않

는 현상들, 즉 정자수의 감소 추세, 유방암, 전립선암, 고환암의 증가 추세, 

불임과 기형아의 증가, 주의력 결핍 및 학습 장애 어린이의 증가 등이 환

경오염물질의 내분비교란 기전에 의하여 설명 될 수 있는지 연구가 활발하

다.

  영국의학잡지(British Medical Journal)의 1992년 논문에 의하면 1940

년에는 밀리리터 당 1억 1천3백만 개이던 덴마크 남성의 정자 수가 1990

년에는 6천6백만 개로 줄었다고 한다. 3년 후 뉴잉글랜드 의학 잡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논문에서도 파리의 정자 은행에 보

관된 프랑스 남성의 정액을 분석한 결과 1973년 밀리리터 당 8천 9백만 

개이던 정자 수가 1992년에는 6천만 개로 감소하였고 정자의 수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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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정자의 운동성도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에서도 1998년 도쿄 근

교에 사는 20대 남성의 평균 정자 수가 1밀리리터 당 4천 6백만 개로서 

40대 전후 남성의 8천 4백만 개와 비교할 때 거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

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구자들은 내분비교란물질의 하나인 환경 에스

트로젠이 그 원인일 수 있다고 암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5월 이후 내분비교란물질에 관한 정보가 '환경호

르몬에 의한 인류 멸종의 가능성'이라는 표제로 언론과 환경단체에 의하여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환경운동단체에 의해 "당신의 정자는 안녕하십니까?"라는 다분히 

선정적인 구호를 내건 이벤트성 시위가 조직되고, 언론매체들에 의해 '환

경호르몬의 재앙'에 관한 이론과 사건들이 다소 단순화되고 과장되어 보도

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주제였던 내분비교란물질 관련 이슈

들이 단시일 내에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김록호, 1998)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노출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 

성인 남성의 정자 질 변화 추이를 분석함으로서 국내 내분비계장애물질 노

출과 정자의 질 변화와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세부 목적으로는 

첫 첫 첫 첫 째째째째,    국내 환경 중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 경로와 현황을 분석하고,

둘 둘 둘 둘 째째째째,    국내성인 남성의 정자의 질에 대한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20년간의  

       남성의 정자의 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셋 셋 셋 셋 째째째째, 국내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과 남성의 정자의 질 변화와의 관련성  

       을 고찰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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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이론적 배경배경배경배경

가가가가. . . . 호르몬 호르몬 호르몬 호르몬 교란에 교란에 교란에 교란에 의한 의한 의한 의한 남성 남성 남성 남성 성기능 성기능 성기능 성기능 장애장애장애장애

  2,3,7,8-tetrachlorodibenzo-p-dioxin(TCDD) 원형은 aryl hydrocarbon

이며, 환경에 산재해 있는 물질이다(Czuczwa ; hites, 1984). 이 물질은 

성인에서는 어느 정도 이상의 농도에 노출되어야 장애가 나타나나, 임신기

에는 산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저농도의 dioxin에 노출된 경우에도 구

개열과 비뇨생식기 계통 장기의 발생에 장애를 일으킨다(Tofilon and 

Piper,1982; McConnell등,1978; Abbot 등, 1987; Chahoud 등 1989).

남성 생식계통에 미치는 TCDD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근래 들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자 수 감소(Faqi 등, 1998; Gray 등 1995)나 

생식계통 장기의 크기 변화(Gray 등, 1997; Roman 등 1995),그리고 성행동

의 변화(Mably 등, 1992),또한 면역에 관계되는 임파선, 비장, 그리고 흉

선을 파괴함으로써 면역결핍 야기(Poland 등, 1982),그리고 최근에서야 세

포수준의 연구결과들이 보고 되기 시작하고 있다(Barthold 등, 1999; 

Ohsako 등, 2001).

  최근에 프레온의 대체물로 도입된 2-bromopropane(2-BP)과 같은 할로겐

화 알칸은 산업장 내에서 여러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국내의 경우 2-BP을 

주성분으로 하는 solvent 세척제(Heptane 1.97%,2-bromopropane 

97.92%,1,2-dibromopropane 0.02%)를 사용했던 모 전자회사의 여성 근로

자 25명 중 17명에서 난소 부전, 나성 근로자 8명 중 6명에서 무정자증

(azoospermia)과 감정자증(oligospermia) 및 정자운동성 감소(정자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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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asthenospermia)가 보고된 바 있다(홍범식 등, 2002)

  1950년대부터 시작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오염 때문에 야생동물의 대다

수가 생식기의 결함, 행동이상, 생식기능 손상, 새끼들의 죽음, 혹은 전체 

동물집단의 갑작스런 소멸이 일어났다고 가정되어 왔다. 야생동물에서 먼

저 나타난 절박한 생식문제들은 곧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사람의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켜 남성생식에 영향을 주는 예를 

표 1로 요약하였다. 인간에서 보이는 정자수의 감소, 전립선암, 고환암, 

불임과 기형아의 증가, 동성연애자의 증가, 인간사회의 폭력성 증가 등의 

많은 문제가 내분비계장애물질 영향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중

시해야한다.(이창주 등, 2001)

표 1. 호르몬 교란에 의한 남성 성기능 장애의 예

Class   Agent/EDC   Effects 

PharmacologicalPharmacologicalPharmacologicalPharmacological

Antiandrogens 
Anabolic steroids

Synthetic steroids

↓DHT, ↓HPG-axis, ↓Libido

↓Impotence

Estrogens  E₂, E₃,DES  ↓T; Gynecomastia

Phytoestrogens Flavonoids, Lignans, Alkaloids 
↓Libido, delayed orgasm

Gynecomastia

Antihypertensives ϐBlockers, Methyldopa ↓Libido, impotence

Antidepressants  Lithium, Prozac etc ↓Ejaculation, orgasm

EnvironmentalEnvironmentalEnvironmentalEnvironmental

Chemicals 
DDT, Dioxins, PCBs 

 vinclozolin etc

↓HPG-axis, ↓T, ↓Libido

Deformities of sex-organs

Heavy metals Lead, Mercury, Cadmium ↓HPG-axis, CNS, Gonadal

Recreational Alcohol, Nicotine, Narcotics Depression, Impotence

Drugs   Hypertension depressors ↓Libido,Psychogenic Impo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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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나. . . . 외국의 외국의 외국의 외국의 정액의 정액의 정액의 정액의 질 질 질 질 변화 변화 변화 변화 동향동향동향동향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에 주는 영향이라고 하면, 우선 맨 먼저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남성의 정자수가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많

은 연구데이터들은 지난 50년 사이에 분명히 남성의 정자수가 격감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으로 이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당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의 닐스 스카케베크였다. 스카케베크는 1992년 9월, 세계적

으로 권위있는 영국의 의학잡지「브리티쉬 메디칼 저널」에 논문을 실었는

데, 193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된 정액에 

관한 전 세계의 연구에 대해 상세한 검토를 하고 있었다. 스카케베크가 분

석한 정자는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호주 등 20

개국 남성의 데이터로서 대상이 된 남성은 대략 1만 5천명이었다. 이 논문

에서 보면, 건강한 남성의 정자수는 1940년에는 1밀리리터의 정액 중에는 

약 1억 1천3백만 개의 정자가 존재해 있었다. 그런데, 1990년에 조사해 본 

건강한 남성의 데이터를 보니, 1밀리리터의 정액 중에 들어있는 정자는 겨

우 6천 6백만 개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다. 1940년에서 불과 50년 사이에 

남성의 정자수는 45%나 감소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감소된 것은 정자의 수

만이 아니라 정액의 양도 25%나 줄어들어 있었다.(신동천, 2000)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남성에 대해 1970년에서 1992년까지의 정자

수 변화를 조사했다. 1945년에 태어난 남성이 30세였을 때의 정액을 조사

해 본 결과, 1밀리리터의 정액 중에 존재하는 정자수는 평균해서 대략 1억 

2천만 개였다. 그러나 1962년에 태어난 남성이 30세 일 때 채취된 정액 중

에 존재하는 정자의 수는 1밀리리터에 평균 5천백만 개밖에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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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남성의 정자수 감소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2005년에 30세가 되는 

남성의 정자수는 1밀리리터의 정액 중에 3천 2백만개 밖에 없게 되어 버린

다는 계산이 나온다. 1밀리리터의 정액 중에 정자수가 2천만개 이하라면 

남성쪽에 문제가 있는 불임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액 1밀

리리터당 정자수가 3천2백만 개라는 것은 인류의 장래에 불안감을 안겨준

다. 물론 불임의 원인이라고 일컬어지는 1밀리리터의 정액에 존재하는 정

자수가 2천만개 이하인 남성도 50년 사이에 3배나 증가했다는 것도 밝혀졌

다. 아무튼 남성의 정자수가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이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것이

다.  Skakkebaek연구팀(1992)은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의해 지난 40년간 고

환암의 발생률이 세배로 증가하였고, 평균 정자수는 1938년에서 1990년 사

이에 거의 50%나 감소되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정

류고환이나 요도 단축증과 같은 생식기 기형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

였다(Sharpe R 등, 1993)

  현재로서는 남성의 정자수 감소나 생식기의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

이라고 당연히 지목되고 있는 것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과 매우 비슷

한 작용을 가진 환경호르몬이다. 

  정자수만 줄어드는 게 아니다. 정자가 있더라도 활동력이 떨어져 수정이 

불가능한 정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벨기에의 겐트시 정자은행은 80년

에 맡겨진 정자 가운데 수정이 불가능한 정자는 5.4%였으나 96년에는 9%로 

높아졌고 정자들의 운동성도 떨어졌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일본 데이쿄대

학 연구진들은 일본 20대 남성의 평균 정자수가 1ml당 4600만 마리로, 40

대 남성의 8400만 마리에 견줘 절반에 그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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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 그대로 ‘수컷의 위기’ 상황인 것이다. 

  이처럼 남성의 생식능력에 빨간불이 켜진 원인은 오랫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었다. 기껏해야 스트레스와 흡연, 온도, 나이, 인종 등이 거론됐을 

뿐이다. 남은 것은 환경적 요인이었지만 단지 추정에 그쳤다. 그러다가 지

난 96년 <도둑맞은 미래>의 출간과 함께 정자수 감소의 주범으로 에스트로

겐을 흉내 낸 화학물질이 주목받게 됐다. DDT를 비롯한 농약류, PCB· 트리

머와 같은 산업용 화학물질 등 다양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에스트로겐

처럼 작용해 여성화를 유도하거나 남성호르몬 기능을 상쇄하는 것으로 여

기게 된 것이다. 인류의 생식능력이 내분비계장애물질에 의해 도전받는다

는 가설을 반박하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화학물질의 영향이라는 구체적 

증거가 없으며 과로, 음주, 약물의 남용, 꼭 끼는 바지 등 생활습관도 정

자수와 모양, 활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류는 호르몬을 

흉내 내는 물질이 자연계에 널려 있는 가운데 수백만년 동안 천연의 에스

트로겐을 극복하는 능력을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내분비계장애물질을 염려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낙관적인 반론도 있다. 합성 에스트로겐은 에스트로젠 

수용체에 결합하는 힘이 자연 에스트로겐의 수백 수천분의 일밖에 되지 않

는다는 이야기다. 화학물질은 인류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것인가. 내분비

계장애물질이 미래 아이들의 생식능력을 잃게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

가 높다. 발기부전 정도라면 문제는 의외로 간단할 수도 있다. 1998년 세

계 최고의 히트상품으로 등장한 비아그라를 비롯한 치료약이 있기 때문이

다. 하지만 남성의 정자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 

남성의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는 90년대 들어 꾸준히 나오고 있

다. 지난 96년 2월 <영국의학저널>에는 스코틀랜드 연구진들이 8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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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년 사이에 남성 5600여명을 대상으로 정자 수를 헤아렸더니 해마다 평

균 2%씩 줄었다는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됐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마저

도 남성의 생식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걸 보면, 정자수 감소는 실제상황으

로 여겨진다.

표 2. 생식독성(정자수)에 대한 역학연구

연구자 

및 

기관

국가
조사기

간
연  구  결  과

Carlsen 등 덴마크
1938～

1991

 정자수가 113 × 10
6
에서 66 × 10

6
/ml로 

약 50%정도 감소; 사정되는 양이 

3.4ml/회에서 2.75ml/회로 감소

Teikyo대학 

의학부
일본 1997

 20대 남성 34명의 정액중 농도와 운동에서    

WHO기준을 충족시킨 사람이 1명에 불과

Pajarinen 등 노르웨이
1981～

1991

 정자형성과정이 56.4%에서 26.9%로 감소

정세관의 크기 및 정소무게 감소하였고 

 섬유 조직 증가; 이러한 변화가 음주, 흡연, 

Body mass index, 약물섭취 등의 변수에 

의하여 설명되지 않음

Fisch 등
미국

(미네소타등)

1970～

1994

 평균 정자 농도가 약간 증가

정액량 및 운동성은 변화 없음

Paulsen 등
미국

(시애틀)

1972～

1993

 정자농도, 정액량, 사정당 정자수,

정자의 형태에 있어 차이가 없음

Fisch 등 미국
1938～

1990
 지리적 차이에 의하여 정자수에 차이 발생함

Jouannet 프랑스
1973～

1992

 1973년 평균 89백만마리/ml(32세)에서 

1992년 60백만마리/ml(36세)로 감소

Irvine et al.
영국

(스코트랜드)

1951-

1973

 1회사정시 총 개수가 301백만마리에서 

214백만 마리로 감소하였고 운동성이 있는 

정자는 169.7 백만마리에서 129.0백마리로 

감소

Bujan et al
 프랑스

(Toulouse)

1977-

1992
 정자수의 변화 없음

(신동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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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내용 내용 내용 내용 및 및 및 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연구의 틀틀틀틀

  환경 및 생태계 내에서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동태를 이해하기 위해서

는 먼저 환경에 유입되는 경우 환경 내에서 어떠한 동태를 보이는가를 이

해해야 한다. 여기서 동태라 함은 배출 이후에 이동, 축적, 분해 되는 현상

을 총칭한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이동, 축적, 분해 되는 주요 공간이 되

는 주요 무기환경 매체로는 대기, 토양, 수체 및 저니 층 등을 들 수 있다.

국내에서 발표된 측정 자료를 모으기 위해 환경부의 자료, 관련학술지와 

보고서등을 검색하였으며 다매체 환경 (대기, 수체 및 퇴적층, 연안퇴적층, 

토양)내의 노출량 평가 자료를 수집한다.

   국내 성인 남성을 대상으로 정자의 질에 대한 분석 자료를 조사하고자 

국내 불임환자와의 정상 대조를 위해 실험에 참여한 정상 대조군 성인 남

성 자료와, 각 병원의 정액 측정 결과, 각 병원의 정자의 질 분석을 위한 

성인 남성의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한 자료의 매개 변수(부피, 정자의 밀도, 운동성, 정상형)들은  세계보

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 이하 WHO)기준에 의한다.

표 3. 정액 검사의 정상 기준치(WHO)

항목 정상치(WHO) 항목 정상치(WHO)

정자의 수

운동성 정자

정자의 속도

정자 형태

정자의 부피

액화시간

20-250×10⁶/mL

>40%

>20㎛/sec

>60% normal forms

1.5~5.5ml

10~30분

정액의 양

전진 운동 정자율

운동성 정자

산도

엄격한 정자형태

항정자 항체

2ml 이상

40% 이상

>8×10⁶/mL

7.2-8.0

>14% 정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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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연구의 틀은 그림 1과 같다

      가설 :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대표적인 인체영향인 정자의 질 감소

         

            내분비계장애물질                  정자의 질 변화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자연계현황 자료검색

:키워드-내분비계장애물질, 사용량  노출량, 오염도 등 
     국내성인남성의 정자의 질 변화 자료검색(WHO기준)

:키워드- 정자, 정액, sperm, 불임     

                 국내 수질/대기/환경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
                   배출 및 노출현황 분석
                   정자의 질 매개 변수(부피, 밀도, 정상형, 운동성)
                   의 변화 자료 분석

그림 1. 연구의 틀



- 13 -

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가. 자료의 수집 및 선정

1) 국내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 현황 조사

① 대상물질선정

내분비계장애물질 중 내분비계 장애와 관련해 연구결과 및 그 사례가 보고 

된 대표적 물질로 선정한 다이옥신, 프탈레이트, 노닐페놀, 비스페놀A, 폴

리염화비페닐(Polychlorinated Biphenyls ; 이하 PCBs)에 대한 노출현황

을 조사한다.

표 4. 내분비계장애 대상물질 

번호 대상물질 연구기관(’99~2002) 비고(분석매체)

1

2

3

4

5

다이옥신

비스페놀 A

프탈레이트

폴리염화비페닐

노닐페놀

환경관리공단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전매체

수질, 저질, 토양

수질, 저질, 대기

수질, 저질, 토양

수질, 저질,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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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수집방법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자료 수집은 환경부에서 실시한 ‘내분비계장애물질 

중∙장기 연구 사업 계획(1999~2008)’ 중 기반연구, 오염실태 및 영향조사

에 중심을 두어 1999~2003년까지의 결과와 한국과학기술원, 국립환경연

구원, 환경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료로 정리하였다. 지점별, 매체

별 현황에 중점을 두어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고 시험기관들의 자료는 종

합적으로 환경부의 자료에 통합이 되었고 국립환경연구원의 자료는 분석결

과를 수집하여 사용되었다.

자료는  사용량, 오염도, 배출량의 현황으로 나누어서 정리되었다.

2) 국내 남성의 정액질 조사

  

  분석할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국립도서관, 환경부, 연세대학

교 도서관, 대한비뇨기학회지, 대한남성과학회지, 대한불임학회지, 대한내

분비학회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Pubmed'의 문헌자료를 수집 및 검토하

였다. 관련 문헌을 찾기 위해 ‘정자’,‘정액’,‘불임’,‘sperm’,‘내분비계장애물

질’을 검색 키워드로 사용하여 학위논문 및 학술지1) 게재논문을 검색하였

다.  외국 논문의 경우, 원문을 제공받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pubmed’의 

게재논문만을 검색하였다.

  정자의 질에 대한 1차 검색을 통해서 69편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1차 

검색 결과, 양적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연구를 제외하고 2차 검색을 

1) 대한비뇨기과학회지, 대한산부인과학회지, 대한불임학회지, 대한남성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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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2차 검색 시 각 집단의 측정인원(n), 유의도 수준(p), 부피(ml), 정자의 밀

도(×10 /ml), 운동성(%), 정상형(%)등의 수록 여부를 확인하였다. 2차 검

색을 통해서 총 31편의 논문을 수집했다.

정상 대조군으로 사용한 정액의 데이터 40개와 불임으로 내원했지만 정상 

정액 소견을 보인 21개, 총 61개의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시행

하고자한다

국내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현황과 국내 성인남성의 정액의 질을 조사하기 

위해 [그림 2] 자료 검색 및 분석의 틀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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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그림 2] 자료 검색 및 분석의 틀

문헌 검색
한국남성 정자의질 변화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현황

언어 : 한글, 영어

검색년도 : 1980~2003

키워드 : 정자, 정액, sperm, 불임

언어 : 한글

검색년도 1999~2003

키워드 : 내분비계장애물질, 사용량

배출량, 오염도 

문헌 선정
한국남성 정자의질 변화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현황

 1차 선정
✻관련 키워드에 의한 문헌 분류

✻양적인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은 연구  

  를 제외

2차 선정

✻분석을 위한 각 집단 측정인원 수(n),

유의도수준(p), 운동성(%), 정상형(%), 

부피(ml), 정자의 밀도(×10 /ml)등의 

수록 여부를 확인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 경로,  

  현황을 포함한 자료 선정

✻내분비계장애물질 대상물질선정

분석 및 코딩
한국남성 정자의질 변화 내분비계장애물질 노출현황

1.코딩

조사년도, 측정인원수(n), 부피(ml), 정자

의 밀도(×10 /ml), 분석방법 운동성

(%), 정상형(%), 나이, 금욕기간, 가임력 

여부

2.통계 분석

기초통계량(그래프이용)산출-회귀분석

카이제곱 검정

✻종속변수 : 부피, 밀도, 운동성, 정상형

✻독립변수 : 조사년도(금욕기간, 나이)

자료 코딩

다이옥신, PCBs, 비스페놀-A

노닐 페놀, 프탈레이트

분석기관

한국과학기술원,

국립환경연구원, 

환경관리공단, 

식품의약품안전청

분석 결과 및 코딩 해석

내분비계장애물질과 정자의 질 변화 현황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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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분석

1)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 현황

내분비 교란 작용이 의심되는 물질 중 우선적으로 조사해야 할 물질 (다이

옥신, 프탈레이트류, 노닐페놀, 비스페놀A, PCBs)로 선정된 대상물질에 대

한 일반 환경(대기, 수질, 저질 등)의 전국적 오염현황 조사하였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생산량, 사용량 등의 기초조사를 통하여  물질별 오염

부하량을 판명하였다. 

2) 국내 남성의 정액질 조사

전체적으로 기초통계량을 구하였다. 회귀모델을 적용할 때는 조사한 

사람 수가 많은 자료에 더 비중을 두기 위하여 가중치2)를 두었다. 가중치 

조정은 전체 표본집단을 여러 개의 무응답층으로 나눈 후에 각 무응답층에

서 응답률을 추정하여 그 역수를 무응답 조정 승수로 계산한 후 기본가중

치에 곱하여 최종 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무응답층을 구성하

는 방법은 층내 응답률이 동질적이 되도록 하는 방법과 층내 주요 변수값

의 변동을 최소화 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먼저 층내 

응답률이 동질적으로 되도록 나눈 후에 주요 변수값의 층내 분산을 계산하

여 층내 분산이 지나치게 크게 나타나는 무응답층에 대하여 층을 세분하는 

2) 가중치 : 단순한 산술평균만으로는 합리적인 수치를 뽑을 수가 없으므로 비중에 따라 각 개별품목

에 알맞은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를 적용시켜 평균치를 얻게된다. spss 프로그램 방식은-> 

WEIGHT  B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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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사용하였다. 무응답층의 결정에는 의사결정 나무의 하나인 CHAID 

알고리즘을 사용하였고 그 후 여러 달의 자료에 대해 응답률의 동질성에 

대한 검정을 카이제곱 통계량을 사용하여 검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최종 결정되어진 무응답 층에 무응답 가중치 조정법을 사용한 통계량을 구

현하였고 그의 분산 추정법을 잭나이프를 사용하여 제안하였다.  종속변수

로 부피, 밀도, 운동성, 정상형의 네 가지에 대하여 독립변수로는 발표년

도, 연령, 금욕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임력이 증명된 사람

들이 정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력 증명 여부에 따라 정

상대조군만을 포함한 자료(이하 Group I)와 불임환자 중 정상소견을 보인 

것을 포함한 자료(이하 Group II)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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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와 <표 6>는 정액질 평가의 기준인 부피와 밀도, 운동성, 정상

형에 대한 기초 통계량을 Group I과 Group II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약 20년간의 자료를 통하여 살펴본 결과 Group I의 경우, 평균부피는 

3.21mL, 평균밀도는 93.63 106/mL, 운동성은 67.36%, 정상형은 72.41%

를 나타내었다. 또한 Group II의 경우는 평균부피는 2.97mL, 평균밀도는 

89.27 106/mL, 운동성은 65.43%, 정상형은 74.96%를 보였다.

<표 5> Group I의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부피 (mL)

정자의 밀도(x106/mL)

운동성 (%)

정상형 (%)

10

22

26

7

3.00

35.20

48.00

56.20

3.50

126.50

76.60

78.90

3.21

93.63

67.36

72.41

0.23

29.65

6.74

11.07

<표 6> Group II의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N Minimum Maximum Mean Std. Deviation

부피 (mL)

정자의 밀도(x106/mL)

운동성 (%)

정상형 (%)

22

31

38

13

2.40

35.20

48.00

56.20

3.50

126.50

76.60

88.00

2.97

89.27

65.43

72.96

0.38

28.45

7.12

1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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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연구 연구 연구 연구 결과결과결과결과

1. 국내 내분비계 장애물질 노출 현황 분석

  

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사용현황

  노닐페놀은 1998년 11,589.95톤을 사용하였으나 2002년에는 2,757.5

톤으로 약 1/4만큼의 감소가 있었다. 

비스페놀A는 1998년 84,082.90톤에서 2002년 192,024.2톤으로 2배 이

상의 증가를 보였다. 

프탈레이트류의 6종류에서  Di-n-pentyl phthalate를 제외한 5가지 물질

은 사용량의 변동이 있었다.

우선 프탈레이트류 중 Di-butyl phthalate는 1998년 8,694.10톤에서 

2002년 2,058.7톤으로 사용량이 줄었고 Di-ethylhexyl phthalate는 1999

년 129,929.80톤에서 100,786.4톤으로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Butyl benzyl phthalate는 1999년 385.30톤에서 2002년 1,659.2톤으로 

사용량이 증가되었다.  Butyl benzyl phthalate는 PVC, 셀루로스레진 가

소제로 사용되어지는 물질이다. 그 외의 물질은 많지 않은 사용량을 보였

다.

PCBs는 이용금지 물질로 사용량의 평가가 필요 없다. 다이옥신의 경우 부

가적 발생 오염물질로 사용량 평가가 불가한 물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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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사용량 

  

  1999년~2002년까지 총5개 물질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2-에틸헥실)아디페이트, 4.4-비스페놀a,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니트로 

톨루엔)의 총 사용량을 비교해보면 1999년 289.982kg 에서 2002년 

717.511kg으로 사용량의 증가를 보였다. 

주목할만한 물질은 플라스틱으로 인한 취급이 아닌 화학약품으로 인한 

배출물질로서 2002년에 사용현황이 발생한 4.4-비스페놀A와 4-니트로 

톨루엔이다.

나. 내분비계장애물질 배출 현황

1)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배출량 

 

환경으로 배출된 138개 물질 중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은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 등 7종이고, 배출량은 142톤(총 배출량의 0.4%)으로 전년도(150통)

대비 5% 감소되었다.

 대부분 대기로 배출(99.7%)되었고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배출량이 134톤

으로 총 배출량의 89.2%를 차지하고 있다.       

※ 세계야생보호기금(World Wildlife Fund ;WWF)에 의한 내분비계장애추

정물질 목록(67개)에 의함(부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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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9년~20002년까지  디(2-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2-에틸헥실)아디페

이트, 4.4-비스페놀a, 부틸벤질프탈레이트, 4-니트로 톨루엔)의 총 사용량

을 비교해보면 1999년 123.742kg 에서 2002년 142.214kg으로 사용량의 

증가를 보였다. 

주목할만한 물질은 화학약품으로 인한 배출물질로서 2002년에 사용현황이 

발생한 4.4-비스페놀A와 4-니트로 톨루엔이다.

[그림3] 내분비계장애추정물질의 취급․배출량 변화 (국립환경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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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오염도 현황

1) 다이옥신

① 연도별 현황

 다이옥신의 평균검출농도는 모든 매체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토양에서 1999년 0.935㎍/㎏에서 2002년에 0.004㎍/㎏ 로 농도의 

변화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전국 다이옥신 환경잔류실태 조사를 시

작한 '99년 이후 대기, 수질, 토양 등 모든 매체에서의 다이옥신 검출농

도가 감소되었다.

표 7. 연차별 다이옥신 조사결과 추이(국립환경연구원, 2003)

구분구분구분구분 1111차년도차년도차년도차년도 2222차년도차년도차년도차년도 3333차년도차년도차년도차년도 4444차년도차년도차년도차년도 일본일본일본일본

수질수질수질수질
pg-TEQ/L

I-TEQ
검출범위 0～0.502 <0.001～1.061  0～0.946 0～1.373 0～12

평 균 값 0.056 0.094 0.073 0.047 0.36

WHO-TEQ
검출범위 0～0.616 0.0028～27

평 균 값 0.030 0.25

토양토양토양토양
pg-TEQ/g

I-TEQ
검출범위 0～22.439 0～40.478 0～43.333 0～0.069 <0.001～110

평 균 값 0.935 1.734 1.703 0.004 6.2

WHO-TEQ
검출범위 0～0.067 0～4600

평 균 값 0.006 6.2

대기대기대기대기
pg-TEQ/N㎥

I-TEQ
검출범위 0～4.448. 0.012～1.496 0.013～1.66

4
0.019～0.875 0～1.8

평 균 값 0.425 0.324 0.287 0.222 0.22

WHO-TEQ
검출범위 0.028～1.004 0.0090～1.7

평 균 값 0.255 0.13

저질저질저질저질
pg-TEQ/g

I-TEQ
검출범위 0～0.984 0～0.244 0～0.537 0～0.012 0～230

평 균 값 0.148 0.048 0.086 0.002 6.8

WHO-TEQ
검출범위 0～0.005 0.012～540

평 균 값 0.002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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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역별 오염 현황

   다이옥신의 평균검출농도는 모든 매체에서 감소하였다. 대기 중 다이옥

신 농도가 인천, 안산 등 3개 지점에서 일본환경기준(0.6피코그램)을 초과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다이옥신의 현재 배출수준의 척도인 대기 중 다이옥신의 전국 평균

농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산업화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축적수준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

이며, 현재의 배출수준도 점차로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 

지역 중 인천․안산지역의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는 일본의 일반지역 대기환경

기준(0.6pg-TEQ/N㎥)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 조사 이후 인천․안산 지역의 측정지점을 늘려 조사해

오고 있으며, 그 간의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안산지역의 다이옥신 배출수준

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8. 안산․인천지역의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 (단위 pg I-TEQ/N㎥) 

지점 1999 2000 2001 2002

안산

(시흥)

원시동 4.448 1.149 1.664 0.875

고잔동 - 0.348 0.861 0.253

정왕동 - 0.956 0.837 0.322

인천

숭의동 0.299 1.496 0.445 0.723

석바위 0.877 0.591 0.798 0.579

석남동 - - - 0.870

부평동 - - - 0.482

만석동 - - - 0.454

(국립환경연구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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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옥신 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점의 최대농도로부터 추정되는 최대가능일일섭취량은

2.65pg-TEQ/kg/day로 우리나라 식약청에서 규정한 1일 허용섭취량 (TDI, 4pg-TEQ/kg/day)의

   66%수준

2) 비스페놀 A

① 연도별 현황

    네 곳의 매체 중 저질에서 1999년 1.7㎍/㎏에서 2002년 <0.5㎍/㎏로 농

도의 변화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②지역별 오염 현황

비스페놀 A 검출한계 0.5㎍/㎏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각 지점들 결과는 검출

보다 불 검출이 더 많았는데 검출한계보다 높은 지점은 4개 지점이었다.

서울 송파(0.8㎍/㎏), 인천 기계공단(1.6㎍/㎏), 강원도 속초(1.9㎍/㎏), 제

주 제동목장(0.7㎍/㎏)이 높은 지점이었다.

각각의 지역의 용도는 체육공원, 임야, 공단, 목장으로 비스페놀 A의 검출

지점은 넓은 분포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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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탈레이트류 

① 연도별 현황

 조사 물질 중 매체환경에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난 DEHP의 경우 저질

에서 1999년 272.09㎍/㎏에서 2002년 36㎍/㎏으로 농도의 변화의 차이가

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②지역별 오염 현황

프탈레이트류 6개 물질중 DEHP, DBP의 두 물질이 전 조사지역에서 모두 

검출한계를 초과하였다.

검출한계 1.0 ng/Nm3 기준으로 조사하였다..

DEHP는 모든 지점이 검출한계를 초과하였다. 검출한계 100ng/Nm3 이상 

9개 지점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안산원시동(161ng/Nm3),안산정왕동(147ng/Nm3),인천숭의동(114ng/Nm3), 

인천 석바위(170ng/Nm3), 서울역(117ng/Nm3), 울산여천동(303ng/Nm3), 

인천 석남동(123ng/Nm3),인천부평동(204ng/Nm3),인천만석동(113ng/Nm3)

이 해당되었다. 각각의 지역의 용도를 보면 공업, 주거, 상업, 도로변이었

는데 주거지역에서 더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었다. 

DBP는 모든 지점이 검출한계보다 높았다. 검출한계  20ng/Nm3  이상 

5개 지점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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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치동(24ng/Nm3), 안산원시동(21ng/Nm3), 안산정왕동(24ng/Nm3), 

서울역(35ng/Nm3), 인천 부평동(26)이 해당되었다. DEHP 검출지점과 거

의 비슷한 지점이 선정되었다. 지역 용도로는 주거, 공업, 도로변이었고 주

거지역에서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4) PCBs    

① 연도별 현황

 저질에서 2001년과 2002년에 유의한 측정이 이루어졌고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토양에서 농도가 검출되었다.

1999년 0.30㎍/㎏에서 2002년 <0.5㎍/㎏로 감소의 현상이 나타났다.

5개의 물질은 환경매체에서 연도가 지날수록 검출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②지역별 오염 현황

검출한계 0.5㎍/㎏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지역은 불검출이 많았고 

검출 한계 넘어간 지점 중 1.0이상인 4개의 지점을 선정하였다.

경기도 평택(2.1㎍/㎏), 전북 익산역(2.6㎍/㎏), 서울 잠실(1.5㎍/㎏), 인천

기계공단(1.6㎍/㎏)이 해당되었다. 각각의 지역의 용도를 보면 도로,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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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공단으로 검출지점이 넓은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5)노닐페놀

① 연도별 현황

  저질에서 1999년 56.5㎍/㎏에서 2002년 0.7㎍/㎏로 농도의 변화의 차

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②지역별 오염 현황

검출한계 0.5㎍/㎏ 기준으로 조사. 검출 35지점에서 4개 지점을 제외하고는 

검출한계보다 모두 높았다.

3.0㎍/㎏이상의 4개 지점을 선정하여 지역을 살펴보니 대전 만인산 휴양림

(6.4㎍/㎏), 울산 산단 공장(3.7㎍/㎏), 충북 청주 산단(3.2㎍/㎏), 전북 익

산역(3.1㎍/㎏)이 해당되었다. 각각의 지역의 용도는 유원지, 공장, 철도로 

약간의 공단지역에서 검출분포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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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연도별 평균 검출 농도

성   성   성   성   분분분분
수질 수질 수질 수질 ((((㎍㎍㎍㎍/L)/L)/L)/L) 저질 저질 저질 저질 ((((㎍㎍㎍㎍////㎏㎏㎏㎏))))

‘99 2000 2001 2002 ‘99 2000 2001 2002

1-1. 다이옥신류
(I-TEQ) 0.056 0.094 0.073 0.047 0.148 0.048 0.086 0.002

1-2. 다이옥신류

(WHO-TEQ)
- - - 0.030 - - - 0.002

2. 비스페놀 A 0.052 0.049 0.080 0.038 1.7 0.5 <0.5 <0.5

3. 알킬 페놀류

 3-1. 노닐페놀 0.446 0.168 0.36 0.05 56.6 17.5 2.7 0.7

4. 프탈레이트류

 4-1. DEP 0.54 0.80 ND <0.1 12.52 22 ND ND

 4-2. DEHP 0.37 0.47 0.4 <0.1 272.09 68.64 52 36

 4-3. DprP ND ND ND <0.1 ND ND ND ND

 4-4. DBP 0.74 1.17 0.1 0.1 4.62 ND ND <10

 4-5. DHP ND ND ND <0.1 ND ND ND <10

 4-6. BBP ND ND ND ND ND ND ND <10

5. PCBs Total ND ND ND ND ND ND <0.5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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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환경부,2003)

성   성   성   성   분분분분
토양 토양 토양 토양 ((((㎍㎍㎍㎍////㎏㎏㎏㎏)))) 대기대기대기대기(ng/Nm(ng/Nm(ng/Nm(ng/Nm

3333))))

‘99 2000 2001 2002 ‘99 2000 2001 2002

1-1. 다이옥신류
(I-TEQ)

0.935 1.734 1.703 0.004 0.425 0.324 0.287 0.222

1-2. 다이옥신류

(WHO-TEQ)
- - - 0.006 - - - 0.255

2. 비스페놀 A 3.89 1.03 0.7 <0.5 - - - -

3. 알킬 페놀류

 3-1. 노닐페놀 - 2.45 1.3 1.6 - - - -

4. 프탈레이트류

 4-1. DEP - - - - 3.736 0.082 1 1

 4-2. DEHP - - - - 149.14 101.4 115 85

 4-3. DprP - - - - ND 0.047 ND ND

 4-4. DBP - - - - 44.845 26.85 12 11

 4-5. DHP - - - - ND ND ND ND

 4-6. BBP - - - - 1.665 5.535 4 6

5. PCBs Total 0.30 0.04 <0.5 <0.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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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자의 질 변화 분석

가. 정규성, 이상치 분석

<그림 4,5,6,7>은 회귀식의 잔차를 보는것이다. 정규성과 이상치 등을 잔

차 분석을 통하여 보고 데이터의 이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프는 

가로의 경우 관찰치의 누적확률이고. 세로의 경우에는 기대되는 누적확률

이다.

Hisotgram은 잔차의 정규성을 보는 것으로 가로는 잔차의 표준화값이고 

세로로는 빈도이다. “잔차의 정규성 판단을 하여 정규성이 검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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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따른 연도별 변화추세

     

              

그림 에 따른 연도별 변화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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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에 따른 연도별 변화추세

    

             

그림 에 따른 연도별 변화추세

        

                 



- 34 -

나. 금욕기간에 따른 변화

<표 10>와 <표 11>은 Group I과 Group II에 대해 살펴본 정액질 변

수에 대한 금욕기간의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Group I에서는 평균부피의 경

우 회귀계수(B=-0.146, t=4.13)로 유의수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부적

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정상형의 경우에는 회귀계수(B=7.56, 

t=10.14)로 유의수준 p<0.001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다. 나머지 변수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Group II의 경우

에는 평균부피의 경우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

지 않았다

<표 10> Group I의 금욕기간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β 

estimate
Standard
Error Beta tvalueP>|T| R

Square
부피 (mL)

정자의 밀도(x106/mL)

운동성(%)

정상형 (%)

-0.146

4.879

0.280

7.567

0.035

6.179

1.242

0.000

-0.826

0.174

0.046

1.000

-4.137
**

0.790

0.226

10.147
***

0.003

0.439

0.823

0.000

0.681

0.030

0.002

1.000

**p<0.01 ***p<0.001

<표 11> Group II의 금욕기간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β 

estimate
Standard
Error Beta tvalueP>|T| R

Square
부피 (mL)

정자의 밀도(x10
6
/mL)

운동성 (%)

정상형 (%)

-0.020

6.831

0.650

4.500

0.089

5.692

1.292

2.415

-0.050

0.204

0.084

0.490

-0.224

1.121

0.503

1.864

0.825

0.271

0.618

0.089

0.003

0.042

0.007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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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령에 따른 변화

<표 12>와 <표 13>는 Group I과 Group II에 대해 살펴본 정액질 변수에 

대한 연령의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Group I에서는 평균부피의 경우 회귀계

수(B=0.061, t=5.43)로 유의수준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운동성의 경우에는 회귀계수(B=1.55, t=4.05)로 유의

수준 p<0.001 수준에서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정상형의 경우

에는 회귀계수(B=-3.11, t=4.32)로 유의수준 p<0.001 수준에서 부적인 영

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변수에서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지

만, Group II의 경우에는 운동성의 경우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

다.

<표 12> Group I의 연령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β 

estimate
Standard
Error Beta tvalueP>|T| R

Square
부피 (mL)

정자의 밀도(x106/mL)

운동성 (%)

정상형 (%)

0.061

2.892

1.556

-3.110

0.011

2.449

0.384

0.000

0.887

0.311

0.723

-1.000

5.438
***

1.181

4.055
***

4.326
***

0.001

0.259

0.001

0.001

0.787

0.097

0.523

1.000

<표 13> Group II의 연령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β 

estimate
Standard
Error Beta tvalueP>|T| R

Square
부피 (mL)

정자의 밀도(x10
6
/mL)

운동성 (%)

정상형 (%)

0.032

2.880

1.311

-1.819

0.033

2.166

0.341

1.110

0.230

0.273

0.617

-0.443

0.974

1.329

3.844
***

-1.639

0.344

0.197

0.001

0.129

0.053

0.074

0.381

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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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연도에 따른 변화

Group I과 Group II에 대해 살펴본 정액질 변수에 대한 단순선형회귀

의 결과이다. 조사년도에서 부피와 밀도는 증가의 경향을 보였으며, 운동

성은 감소의 경향을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상형의 경

우 Group II에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001) Group I

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Group II에서는  감소를 보였

음을 알 수 있다(p<0.001).

<표 14> Group I의 조사년도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β 

estimate
Standard
Error Beta tvalueP>|T| R

Square
부피 (mL)

정자의 밀도(x10
6
/mL)

운동성 (%)

정상형 (%)

0.022

0.979

-0.115

0.144

0.000

0.014

0.004

0.007

0.356

-0.093

0.138

88.468
***

0.259

-26.367
***

21.505
***

0.000

70.745

0.000

0.000

0.127

0.067

0.009

0.019

***p<0.001

<표 15> Group II의 조사년도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β 

estimate
Standard
Error Beta tvalueP>|T| R

Square
부피 (mL)

정자의 밀도(x10
6
/mL)

운동성 (%)

정상형 (%)

0.012

0.712

-0.086

0.228

0.000

0.013

0.004

0.008

0.212

0.168

-0.055

-0.127

65.857

56.610

-19.364

-29.696

0.000

0.000

0.000

0.000

0.045

0.028

0.0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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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향변수를 보정한 연도별 변화

조사년도가 연령과 금욕기간을 보정한 상태에서 조사년도에 따른

부피(p<0.001),

정자의 밀도(x106/mL)(p<0.001), 

운동성 (%)(p<0.001), 

정상형(%)(p<0.001)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연령과 금욕기간을 보정한 상태에서 조사년도 공변량분석 Group I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부피 (mL) 3.10 1 3.10 7.94 0.00

정자의 밀도(x106/mL) 2.50 1 2.50 9.75 0.00

운동성 (%) 5.60 1 5.60 20.11 0.00

정상형 (%) 61.60 1 61.60 21.15 0.00

 

조사년도가 연령과 금욕기간을 보정한 상태에서 조사년도에 따른 

부피(p<0.05),

정자의 밀도(x106/mL)(p<0.0011)

의 경우에는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17. 연령과 금욕기간을 보정한 상태에서 조사년도 공변량분석 Group II

Source
Type III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

부피 (mL) 0.73 1 0.73 7.59 0.01

정자의 밀도(x106/mL) 0.74 1 0.74 28.26 0.00

운동성 (%) 4.60 1 4.60 0.10 0.76

정상형 (%) 1.54 1 1.54 1.05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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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조사년도, 연령, 금욕기간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

Group I을 살펴보면 2000년 후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형

의 경우에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30세 이상이 20

대보다 평균부피와 운동성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금욕기간별로 살펴보

면 2일이하의 경우가 2일이상보다 높은 평균부피를 보임을 알 수 있다

(p<0.001).

표 의조사년도 연령 금욕기간에따른평균부피평균밀도운동성정상형

구분 Mean
Std. 

Deviation
t Sig. 

조사년도 부피

(mL)
2000년전 3.086 0.14639 -4.736*** 0.001

2000년후 3.500 0.000

정자의 밀도

(x106/mL)
2000년전 87.324 30.115 -1.962 0.064

2000년후 115.100 15.610

운동성

(%)
2000년전 67.895 2.499 0.810 0.426

2000년후 65.160 15.665

정상형

(%)
2000년전 72.414 11.076 4.187* 0.014

2000년후 67.665 10.214

연령 부피

(mL)
20대 3.000 0.000 -8.573*** 0.000

30세이상 3.420 0.110

정자의 밀도

(x106/mL)
20대 88.760 37.743 -1.741 0.105

30세이상 119.180 10.023

운동성

(%)
20대 64.258 7.687 -3.192** 0.006

30세이상 75.520 1.479

정상형

(%)
20대 78.900 0.000(a) - -

30세이상 56.200 0.000(a)

금욕기간 부피

(mL)
2일이하 3.420 0.110 8.573*** 0.000

2일이상 3.000 0.000

정자의 밀도

(x106/mL)
2일이하 90.985 33.987 -0.495 0.626

2일이상 97.467 23.401

운동성

(%)
2일이하 67.635 8.415 0.271 0.788

2일이상 66.867 0.158

정상형

(%)
2일이하 56.200 0.000(a) - -

2일이상 78.900 0.00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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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I의 조사년도, 연령, 금욕기간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

동성, 정상형에서 평균부피(p<0.01)와 평균밀도(p<0.05)를 살펴보면 2000

년 후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형의 경우에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금욕기간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의조사년도 연령 금욕기간에따른평균부피평균밀도운동성정상형

구분 Mean
Std. 

Deviation
t Sig. 

조사년도 부피

(mL)

2000년전 3.420 0.109 -3.049** 0.006

2000년후 3.500 0.000

정자의 밀도

(x106/mL)

2000년전 90.985 33.987 -2.383* 0.024

2000년후 115.100 15.610

운동성

(%)

2000년전 67.635 8.415 0.092 0.927

2000년후 65.160 15.665

정상형

(%)

2000년전 56.200 0.000(a) - -

2000년후 - -

연령 부피

(mL)

20대 3.420 0.109 -0.339 0.739

30세이상 3.064 0.416

정자의 밀도

(x106/mL)

20대 90.984 33.987 -0.324 0.749

30세이상 93.093 27.829

운동성

(%)

20대 67.635 8.415 -1.580 0.127

30세이상 68.457 5.851

정상형

(%)

20대 56.200 0.000(a) 1.025 0.328

30세이상 72.513 13.709

금욕기간 부피

(mL)

2일이하 3.420 0.109 -0.178 0.861

2일이상 3.000 0.000

정자의 밀도

(x106/mL)

2일이하 90.985 33.987 -1.027 0.313

2일이상 97.467 23.401

운동성

(%)

2일이하 67.635 8.415 -0.684 0.498

2일이상 66.867 0.158

정상형

(%)

2일이하 56.200 0.000(a) -1.025 0.328

2일이상 78.9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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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  고  고  고  찰찰찰찰

  본 연구는 내분비장애물질의 국내 현황과 내분비계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환경오염물질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에 의하여 남성의 정액의 

질의 기능과 수가 감소된다는 가설에 대하여 그 상관성을 관찰하기 위해 

국내성인 남성의 정액의 질 변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내의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중 오염현황을 조사 -물질 중 다이옥신, 

PCB, 비스페놀A, 노닐페놀, 프탈레이트의 5가지 물질에 대한 수질, 대기, 

토양, 저질의 매체별로 조사해보았다. 조사결과 물질들은 전반적인 감소의 

영향을 보였다. 반면 플라스틱과 화학약품을 주 원료로 하는 프탈레이트류

는 사용량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999년부터 10년 

동안 정부는 중장기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까지 지속적인 조사 연구 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오염원

과 배출량의 규제 등의 기반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한국 남성의 정액질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정자의 수를 보면 오히려 2000년 전과 후로 비교해본 결과 그

룹 Group I에서 2000년 전 87.32x106/mL, 2000년 후 115.1x106/mL로 

Group II에서2000년 전 90.98 x106/mL, 2000년 후 115.1x106/mL로 나

타나 정자의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내 노출 현황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 분석해보니 점차적으로 검출 농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이에 연구자는 

시기와 맞는 연구로 볼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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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로 인한 검출 농도가 높아질 때 정자 수는 감소되었고 그 반대의 노출현

황에 정자 수는 다시 회복이 되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결과로는 정자의 감소 현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이

었기에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 현황과 관련하여 정액질이 낮아졌음을 결

론짓고 환경적 영향때문이라는 가설을 뒷받침 하게 되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이 사람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인 실험이 불가능하지

만, 많은 사례에서 생식에 영향을 준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지고 

있다.  1992년 덴마크에서 스카케벡 연구팀은 1938년 이후의 691편 논문

을 분석하고, 20개국 15,000여명의 정자수 조사를 근거로 지난 40년간 내

원 환자에서 정자수의 감소, 정액 양 감소, 정자의 기형 증가가 발생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동시에 고환 암의 발생률이 세배로 증가하였고, 평균 정

자 수는 1938년에서 1990년 동안 정자의 50%나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어린 소년들 사이에서 정류고환이나 요도 단축증과 같은 생식기 기

형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원인이 내분비계장애물질 때

문인 것으로 추론하였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 가설에 반대 의견이 많은데, 

사람이 실험대상이 될 수 없어 간접적인 증거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그러

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여도 고등동물에 미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영

향이 사람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 할 수 없다. 일례로 대만 여성의 

식용유 오염, 오대호 주변 여성의 오염, DES와 Thalidomide영향 등의 결

과가 실험 동물에서의 영향과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내

분비계장애물질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최근의 종합병원 정액 연구의 자료를 제외하면 61개의 데이

터 중에서 절반이 넘는 범위를 차지하는 데이터가 국내 비뇨기 관련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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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대조군으로 조사된 정상 남성의 정액질 데이터이다.

조사된 정상 남성의 자료에는 흡연이나 음주 여부 등의 혼란변수가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았다.

  Vine 등은 1981년부터 1992년까지 발표된 논문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한 결과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평균 13~17% 낮은 정액 밀도를 보였으

며, 88명의 남성을 대상으로 소변과 혈액, 정액의 코티닌과 정액질(밀도, 

총 정자수, 운동성)을 분석한 결과, 코티닌 수준과 정액질 사이에 역상관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들 수 있다.

  첫째, 내분비계장애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밝혀

지는 새로운 물질들은 그 증상이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 연구의 결과

와 같이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증감에 따라 정자수의 증감도가 변화가 나타

났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오랜 축적기간을 거쳐서 증상이 나타나지만 연

구결과로 보면 생식계에 영향을 주는 내분비계장애물질은 축적과 분해가 

쉽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새로운 물질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매개변수인 혼란변수(Confounding 

variable)가 제어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자료에서는 연령과 금욕기간 두 

혼란변수만이 제시되어 있다.

연령과 금욕기간을 회귀분석을 적용하여 보정한 결과 각 모델의 회귀계수

와 결정계수의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흡연여부, 지역적 

차이, 정액의 채취방법, 시간, 음주 등의 혼란변수를 충분히 관찰하고 제시

하여 일관성 있는 문헌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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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내자료를 검색하여 얻은 자료의 대부분은 제시되어 있는 참고 

문헌을 다시 재검색을 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2000년도 이후의 

자료를 제외하고는 참고문헌에 수록되어 있거나 정액에 관한 측정치를 대

표하기에는 어려운 자료들이다.

각 연구마다 측정 기준이나 대상자 선정이 일괄되어지지 않은 점으로 미루

어 보아 가임력이 증명된 남성과 불임으로 내원했지만 가임력을 가진 남성

을 포함한 두 그룹으로 이루어진 본 연구의 분석결과로 보면 통계적 유의

성이 있는 결과로 나오는 바 체계적인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나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통계적인 방법의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영국의학잡지(British Medical Journal)의 1992년 논문에 의하면 1940년

에는 밀리리터 당 1억 1천3백만 개이던 덴마크 남성의 정자 수가 1990년

에는 6천6백만 개로 줄었다고 한다. 3년 후 뉴잉글랜드 의학 잡지(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논문에서도 파리의 정자 은행에 보

관된 프랑스 남성의 정액을 분석한 결과 1973년 밀리리터 당 8천 9백만 

개이던 정자 수가 1992년에는 6천만 개로 감소하였고 정자의 수뿐만 아니

라 정자의 운동성도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연세대 의대 비뇨기과 

이무상 교수팀은 『연대 세브란스병원과 국군 수도통합병원 자원자를 대상

으로 정액검사를 시행한 후 5년 전 시행된 정액검사와 비교 조사한 결과, 

정자수의 감소나 활동성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1992년 Carlsen등이 남성의 정자수와 관련된 66개의 논문을 분석한 결

과, 1940년에 약 113×106/mL에서 1990년에는 약 66×106/mL로 지난 

50년 동안 정자의 밀도가 전세계적으로 50%정도 감소하였다는 보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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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이후 Carlsen등의 연구 자료를 재분석하여 결과를 반박한 연구와 정

자은행에 기증된 정액을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 등의 정자수 감소에 대한 

많은 논문이 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가임력이 증명된 사람들이 정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임력

증명 여부에 따라 정상대조군만을 포함한 자료(이하 Group I)와 불임환자 

중 정상소견을 보인 것을 포함한 자료(이하 Group II)를 구분하여 각각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Group I, Group II로 분류해 정자의 질변

화를 분석하는 방법은 Carlsen이후로 자주 쓰이는 방법이다.

두 자료를 최종 공변량 분석해 본 결과 정자수와 정자의 밀도는 두 자료 

모두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정자수의 변화를 측정해본다면 분류하지 않고 

하나의 자료로 많은 문헌을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액 밀

도 등은 정규분포를 사지 않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 산술평균보다는 기하평

균이나 중앙값(median)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 최초 보고 자료를 

얻을 수 없었기에 이러한 자료의 변환이 가능하지 않았다. 인간에서 보이

는 정자수의 감소, 전립선암, 고환암, 유방암의 증가추세, 불임과 기형아의 

증가, 신생아의 주의력 결핍 등 많은 문제가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영향일 

것이라는 가설하에 연구가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문제들을 뒷받

침 해줄 수 있는 자료보다 모호한 자료들이 더 많이 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코호트 연구를 위한 지역이나 평가 집단을 잘 설계해

서 신뢰성 있는 결과로서 평가되어 질 수 있도록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

다.  사람을 통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직접적인 영향 측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생태계를 파괴하여 부차적으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생태영향의 체계적인 실험을 통해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독성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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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학적, 비교내분비학적 측면들을 고려한 연구의 방향설정이 내분비계

장애물질를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축되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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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  결  결  결  론론론론

  환경잔류실태조사(’02~03) 결과 조사대상물질(45개 물질군. 93개 물질)

중 31개 물질군. 46물질이 1개 이상의 환경매체에서 검출되었다.

1999~2001년도 조사와 비교할 때 검출 물질 수는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검출 지점수 및 잔류농도는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이었다. 다이옥신의 평균

검출농도는 모든 매체에서 감소하였다.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인천, 안

산 등 3개 지점에서 일본환경기준(0.6피코그램)을 초과하였으나 전국적으

로는 지속적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사대상물질 64물질 중 35물질이 1개 이상의 환경 매체에서 검출 되었

으나, 전반적인 검출수준은 1~4차(’99~02) 조사와 비슷하였다. 우리나라

와 비슷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의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검출농도는 

낮거나 유사한 수준이었다. 다이옥신의 평균 검출농도는 대기, 저질, 토양 

등에서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전체적으로 1~5차년도 조사결과를 볼 

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화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다이옥신 축

적수준은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며, 현재의 배출수준도 점차로 감소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주목할만한 물질은 프탈레이트류로 화학약품의 사용으로 검출한계 1.0 

ng/Nm3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인 DEHP, DBP의 증가 추세이다.

  남성의 정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는 90년대 들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지난 96년 2월 <영국의학저널>에는 스코틀랜드 연구진들이 84년부

터 95년 사이에 남성 5600여명을 대상으로 정자 수를 헤아렸더니 해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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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2%씩 줄었다는 충격적인 논문이 발표됐다. 미국 국립보건원(NIH)마

저도 남성의 생식능력 저하를 우려하는 걸 보면, 정자수 감소는 실제상황

으로 여겨진다

국내 남성의 정액질 조사는 전체적으로 기초통계량을 구하였다. 회귀모델

을 적용할 때는 조사한 사람 수가 많은 자료에 더 비중을 두기 위하여 가

중치를 두었다. 종속변수로 부피, 밀도, 운동성, 정상형의 네 가지에 대하

여 독립변수로는 조사년도, 연령, 금욕기간을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

고, 가임력이 증명된 사람들이 정상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

임력증명 여부에 따라 정상대조군만을 포함한 자료(이하 Group I)와 불임

환자 중 정상소견을 보인 것을 포함한 자료(이하 Group II)를 구분하여 각

각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평균 연령의 경우 범위로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중간점을 잡았고, ‘20

세에서 30세’일때는 25세로, 30세 전후라고 제시되어 있는 겨우 30세로 

잡았다. 금욕기간의 경우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기간을 그대로 정리하였고 

회귀식에서 보정을 할 경우에는 금욕기간이 제시된 것과 제시되지 않은 것

을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가임력 증명된 경우 1, 증명되지 않은 경우 2, 불임으로 내원하였으나 정

상정액 소견을 보인 경우를 3으로 표기하여 불임 환자 중 정상소견을 보인 

군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서 분석하였고

분석방법에서는 사람이 측정하였으면 1, 컴퓨터로 측정하였으면 2, 두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하였으면 3으로 정하였다. 

분석 결과는 금욕기간은 2일 전과 후로, 나이는 20대와 30대로, 조사년도

는 2000년 전과 후로, 분석결과  Group I의 조사년도, 연령, 금욕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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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동성, 정상형에서 평균부피를 살펴보면 2000

년후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형의 경우에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의 경우를 살펴보면 30세 이상이 20대보다 평균부피와 운동성의 경우

에 높게 나타났다. 금욕기간별로 살펴보면 2일이하의 경우가 2일이상보다 

높은 평균부피를 보임을 알 수 있다(p<0.001).

Group II의 조사년도, 연령, 금욕기간에 따른 평균부피, 평균밀도, 운

동성, 정상형에서 평균부피(p<0.01)와 평균밀도(p<0.05)를 살펴보면 2000

년 후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상형의 경우에도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금욕기간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 중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사용량과 배출량을 조사해보니 플라스틱, 

화학약품의 용도로 쓰이는 물질은 양의 증가를 보이고 그 외의 물질들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다. 약 20년간의 국내 성인 남성의 정자의 질을 

분석해보니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씩의 변동은 보여 진다.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약 20년간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한국 

남성의 정액질이 감소하고 있다는 명확한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정자

의 수를 보면 오히려 2000년 전과 후로 비교해본 결과 그룹 Group I에서 

2000년 전 87.32x106/mL, 2000년 후 115.1x106/mL로 Group II에서

2000년 전 90.98 x106/mL, 2000년 후 115.1x106/mL로 나타나 정자의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내분비계장애물질의 환경 내 노출 현황을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조사 

분석해보니 점차적으로 검출 농도가 낮아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정액질 

분석 결과를 2000년 전 후로,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현황을 2000년 전 

후로 비슷한 시점으로 연관성을 지어볼 때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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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검출 농도가 높아질 때 정자 수는 감소되었고 그 반대의 노출현황에 정

자수는 다시 회복이 되는 점을 간과할 수 있다.

 결과로는 정자의 감소 현황은 나오지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분석이

었기에 내분비계장애물질의 노출 현황과 관련하여 정액질의 변화는 관련성

이 있음을 결론지었다.



- 50 -

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참고문헌

신동천.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란? 식품과학과 산업. 1999

신동천. 환경호르몬의 문제 및 대책방향.  첨단환경기술. 2000

이창주, 이호준, 윤용달.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생식계에 미치는 영향. 대한내분비

학회지 제16권 제6호. 2001

김석희. 사람의 정액의 액화에 관한 연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16권 제3호. 

1975

서주태.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무정자증의 진단과 치료. 대한남성과학회지 제22

권 제1호. 2004

노충희, 이희영. Clinical Experience with Hormonal Treatment of Testicular 

Azoospermia.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24권 제2호. 1983

김갑병, 박범준, 서헌석. 음낭질환에서 항정자항체 발생.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35

권 제10호. 1994

이동수, 김록호. 내분비교란물질의 노출경로와 한국남성의 정자의 질변화의 추정

-Meta Analyses-. 교보재단 환경연구지원 보고서. 2000

이혁준, 박남철. 남성불임증에서 염색체 이상의 분석.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39권 

제4호. 1998

백재승, 이희영. 불임남성에 대한 고환냉각요법. 대한비뇨기과학괴지 제29권 제5

호. 1987

손지온, 신지수, 정창진, 조용선, 엄기붕, 최동희, 김현주. 심한 무력정자증 환자의 

ICSI 시행시 Pentoxifylline을 사용한 정자처리법이 임상결과에 미치는 영

향. 대한불임학회지 제29권 제2호. 2002

방명걸, 정병준, 문신용. 체외 수정 시술에서 정자의 수정능력이 배아의 발생능 및 

임신율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30권 제1호. 2003



- 51 -

성기창, 강문주, 김희선, 오선경, 구승엽, 서창석, 김석현, 최영민, 김정구, 문신용. 

난자 세포질 내 정자 주입술시 부고환 및 고환 정자의 체외 수정 능력에 

관한 비교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30권 제2호. 2003

이성원, 이희영. 남성불임환자의 고환크기와 내분비물치의 의의. 대한비뇨기과학회

지 제28권 제3호. 1987

양미희, 박소연, 김용학, 신충호, 김수영, 한상원, 김진희. 비스페놀 A 안전관리 방

안 수립.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보고서 제5권. 2003

이무상, 송윤섭, 홍성준, 조인래. 만성 비세균성 전립선염 환자의 정자운동성에 대

한 연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37권 제45호. 1996

서주태. 수술적 교정이 불가능한 무정자증의 진단과 치료. 대한남성과학회지 제22

권 제1호. 2004

신동철, 이무상. 정액내 Y-정자 출현에 관한 연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22권 제

5호. 1981

홍범식, 홍준혁, 박수환, 김한권, 안태영. Z-Bromopropane이 포함된 Solvent노출 

근로자에서 발견되 비정상 정자형성의 장기 추적. 대한남성과학회지 제20

권 제3호. 2002

이무상, 한상원, 최형기, 최영득, 이웅희, 김장환, 김봉환, 서주태, 김종현, 이혜연, 

노지연, 고혜경, 이석영, 김찬수. 한국남성의 정자수와 비뇨기계 질환 관련 

연구(Ⅴ). 내분비계 장애 물질 연구보고서 제5권. 2003

테오 콜본, 다이앤 듀마노스키, 존 피터슨 마이어. 사이언스북스. 1997.

송 혜 향. 의학, 간호학, 사회과학 연구의 메타분석법. 청문각. 2003.

오 성 삼. 메타분석의 이론과 실제. 건국대학교 출판부. 2002.

국립환경연구원. 내분비계장애물질 조사연구  사업결과(잔류실태). 2003

환경부. http://www.me.go.kr 

Adami, H., Bergstriom, R., Mohner, M., Zatonski, W, Storm, H., 



- 52 -

Ekbom, A., Tretli, S.,  Teppo, L., Ziegler, H., Rahu, M., 

Gurev1cius R.& Stengrevics, A. (1994) Testicular cancer in 

nine Northern European countries. lnt. J Cancer, 59, 33-38.

Ansel1, P.E., Bennett, V, Bul1, D., Jackson, M.B., Pike, L.A., Pike, 

M.C., Chilvers, C.E.D., Dudley,N.E., Gough, M.H., Grlffiths, 

D.M., Redman, C., Wilkinson, A.R., Macfarlane, A. & 

Coupland, C.A.C.(1992) Cryptorchidism : a prospective study 

of 7500 consecutlve male births, 1984-8.Arch. Dis. Child., 

67, 892-899.

Auger, J., Kunstmann, J.M., Czyglik, F. & Jouannet, P. (1995) 

Decline in semen quality among fertile men in Paris during 

the past 20 years. New Engl. J. Med., 332, 281-285

Bostofte, E., Serup, J. & Rebbe, H. (1983) Has the fertility ofDanish 

men declined through the years in terms of semen quality? 

Acornparison of semen qualities between 1952 and 1972. Int. 

J. Fertil., 28, 91-95.

Bromwich, R, Cohen, J., Stewart, I. & Walker, A. (1994) Decline 

insperm counts: an artefact of changed reference range of 

"normal"? BrMed. J., 309, 19-22.

Calabrese, E.J. (1982) Human breast milk contamination in the 

UnitedStates and Canada by chlorinated hydrocarbon 

insecticides andindustrialpo11utants: Current status. J. Am. 

College Toxicol., 1, 9l-98.



- 53 -

Farrow, S. (1994) Falling sperm quality: fact or fiction? Br. Med. J. 

309, 1-2.

Hakulinen, T., Andersen, A., Malker, B., Pukkala, E., Schou, G. & 

Tulinius, H.(1986) Trends in cancer incidence in the Nordic 

countries. APMIS, 94 (suppl.288), 7-166

Haqq, C.M., King, C.Y., Ukiyama, E., Falsafi, S., Haqq, T.N., 

Donahoe, P.K. & Weiss, M.A. (1994) Molecular basis of 

mammalian sexual determination : activation of Mullerian 

inhibiting substance gene expression by SRY. Science, 266, 

1494-1500.

Irvine, D.S. (1994) Falling sperm quality (letter). Br. Med. J., 309, 

476,

Leto, S. & Frensilli, F.J. (1981) Changing parameters of donor 

semen. Fertil. Steril., 36, 766-770

Nelson, C.M.K. & Bunge, R.G. (1974) Semen analysis: evidence 

forchanging parameters of male fertility potential. Fertil. 

Steril., 25, 503-507.

Skakkebaek, N.E. & Keiding, N. (1994) Changes in semen and the 

testis. Br Med. J., 309, 1316-1317.

Suominen, J. & Vierula, M. (1993) Semen qualiry of Finnish men. 

Br. Med. J., 306, 1579, 

Van Waeleghem, K., De Clercq, N., Vermeulen, L., Schoonjans, F. & 

Comhaire, F. (1994) Detoriation of sperm quality in young 



- 54 -

Belgian men during recent decades. Hum. Reprod., 9, supp1. 

4, 73 (Abstract)

Carlsen E., Giwercman. A. Keiding, N. and Skakkebaek. N.E. 

Evidence for decreasing quality of semen during past 50 

years. Br. Med. J. l992: 305: 609-613

Ginsburg. J. and Hardiman. P. Decreasing quality of semen. Br. Med. 

J. l992: 305: 1229

Auger. J. Kunstmann, J.M. Czyglik. F. and JouannetP. DecLine in 

semen quality among fertile men in Paris during the past 20 

years. New Engl.J.Med. l995: 332: 281-285

Irvine. D.S. Falling sperm quality. Br.Med.J. l994: 309; 476

Ginsburg, J., Okolo. S., Prelevic. G. and Hardiman, P. Residence in 

the London area and sperm density. Lancet l994: 343: 230

Sharpe, RM. and Skakkebaek. N.E. Are oestrogens involved in 

falling sperm counts and disorders of the male reproductive 

tract? Lancet 1993: 341: l392-1395.

Tummon, LS. and Mortimer. D. Decreasing quality of semen. Br. 

Med. J. 1992: 305 : 122&1229

Bromwich. P., Cohen. J, Stewart I. and Walker. A. Decline in sperrn 

count & an artifact of changed reference range of "norma1"? 

Br.Med.J. 1994: 309:19-22

Safe, SF. Environmental and dietary estrogens and human health: is 

there a problem? Environ. Health Perspect l995: l03: 



- 55 -

346-351

Fisch, H. and Goluboff E.T. Geographic variations in sperm counts: 

a potential cause of bias in studies of semen quality. Fertil. 

Steri1. l996: 65: 1044-l046

Suominen. J. and VieruL M. Semen qu_ty of Finnish men. Br. Med.J. 

1993: 306: l579

Fisch H., Feldshuh, J., Gouluboff E.T., Broder, S.J., O1son. J.H. and 

Barad, D.H. Semen analyses in 1,283 men from the United 

States over a 25-year period: no decline in quality. Fertil. 

Steril. 1996: 65: 1009-1014        

Pau1sen, C.A., Berman, N.G. and Wang. C. Data from men in 

greater Seattle area reveals no downward trend in semen 

quality; further evidence that deterioration of semen quality 

is not geographically uniform. Fertil. Steril. 1996: 65: 

1015-1020

Giwercman. A. Declining semen quality and increasing incidence of 

abnormalities in male reproductive organs-fact or fiction? 

Hum. Reprod. l995: 10 Suppl 1: 158-164

Carlsen. E., Giwercman. A., Keiding N. and Skakebaek, N.E. 

Declining semen quality and increasing incidence of testicular 

cancer is there a common cause? Environ. Health Perspect. 

1995: 103 Suppl 7: 137-139

Irvine. S., Cawood, E, Rchardson. D., MacDonald. E. and Aitken. J. 



- 56 -

Evidence of deteriorating semen quality in the United 

Kingdom; birth cohort study in 577 men in Scotland over 

11years. Br. Med. J. 1996: 312: 467-471

Joffe. M. Decreased fertility in Britain compared with Finland. 

Lancet 1996: 347: 1519-1522 

The Centers for Disease Control Vietnam Experience Study. Health 

status of Vietnarn veterans. Volume V: Reproductive 

outcomes and child health. CDC. Atlanta (l989).

Andonian. R.W. and Kessler. R Transplacental exposure to 

diethylsti1bestrol in men. Uro1ogy 1976: 13: 276-279

Lathrop. G.D.. Wolfe. W.H., Albanese. R.A. and Moynihan. P.M. Air 

Force Health Study (Project Ranch Hand II). An epidemiologic 

investigation of health effects in Air Forcepersonnel 

fo11owing exposure to herbicides. USAF School of Aerospace 

Medicine, Brooks Air Force Base. Texas (1984)

Guzelian. P.S. Comparative toxicology of chlordecone (Kepone) in 

humans and experimental animal Annu. Rev. Pharmacol. 

Toxicol l982: 22; 89-1l3



- 57 -

분석에 분석에 분석에 분석에 사용된 사용된 사용된 사용된 문헌문헌문헌문헌

1. 정병준, 김윤지, 최형민, 전명권, 이응수, 나오순.  Progesterone 및 

Acetyl-L-Carnitine이 정자의 동결 융해에 미치는 영향,  대한불임학회지 

제28권 제4호, 2001

2. 문신용, 류범용, 방명걸, 오선경, 이재훈, 서창석, 김석현, 최영민, 김정구, 

이진용.  남성 불임의 진단 및 체외수정의 예후인자로서 정자형태의 정밀 

분석과 정자 cjaccp 반응 및 햄스터 난자 침투 분석의 비교 연구, 산부인과

학회지 제29권 제1호. 2002

3. 하정희, 엄기붕, 정미경, 김현규, 고정재, 윤태기, 차광열.  Swim-up,  

Percoll, Sil-Select를 이용한 정자처리법에 의한 정자 회수율, 운동성 및 

체외 수정율의 비교분석.  대한불임학회지 제26권 제2호. 1999

4. 정병준, 손희경, 이응수. 정자에서 Isolate gradient와 Swim-up 방법의 비

교연구 : 동결 및 융해시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학술연구. 2002

5. 천강우, 최영진, 변혜경, 홍지영, 최형기, 서주태. 사람 정자에서 정자 특이

적 양이온 채널 catsper의 발현에 관한 연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45권 

제4호. 2004

6. 방명걸, 문신용. 항 정자 항체가 잔액성상 및 수정 능력에 미치는 영향. 인

구의학연구논집 제10권. 1997

7. 이선희, 송상진, 한상철, 변혜경, 서주태, 박용성. 정상 정액에서 Per coll 

Gradient, Pure Sperm Gradient, Swim-up 방법을 이용한 정자 분리법의 

효용성 비교. 대한남성과학회지 제 22권, 제2호. 2004

8. 조인래, 이건철, 전준성. 염증성 만성 비 세균성 전립선염/ 만성 골반통 증



- 58 -

후군에서의 정장내 전립선 특이항원치와 정자 운동성. 대한남성과학회지 

제21권 제3호. 2003

9. ·심기식, 박준석, 박남철. 정자의 동결 보존시 자가 정장액이 정자 회복에 

미치는 효과.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42권 제9호. 2001

10. 정헌영, 서기석, 임정식. 정자 운동성에 대한 Nitric Oxide와 Peroxynitrite

의 효과.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39권 제9호. 1998

11. 김하영, 이희영. 남자불임증(9. 남자불임증의 임상적 고찰). 대한비뇨기과

학회지 제21권 제3호. 1980

12. 박양서, 서변화, 유훈. 동결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에 관한 연구.(특히 정자

은행 설치를 위한 기초연구 : 예보). 순천향 대한 논문집 제4권. 1981

13. 박규횽, 이희영. 정액의 단백질 함량과 효소 활성도에 관한 연구. 서울의

대학술지 제24권. 1983

14. 김영수, 서준규, 박동춘. Levin RM. 시간, 온도 및 약물이 정자의 운동성

에 미치는 영향.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34권제2호. 1993

15. 김영선, 이희영. 정자의 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장 화학성분과 효소 

활성의 연구. 대한비뇨기과학회잡지 제28권 제5호. 1987

16. 구병삼, 김선행, 홍성본. 냉동보존정자의 인공 수정에 의한 임신 및 분만

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회지. 제29권. 1986

17. 한형장, 박기현, 박병하, 박경득, 반찬규. 정자배양시 모체 혈청이 정자 운

동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산부회지 제30권. 1987

18. 성인기, 정우상, 이무상. 남성불임증 진단에 있어서 부고환지표의 의의.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29권 제6호. 1988

19. 송윤섭, 조인래, 이무상. 정액내 cytokine과 정자 운동성에 관한 연구. 대



- 59 -

한비뇨기과학회지 제37권 제 2호. 1996

20. 구병삼. 동결 보존 정자의 체외 수정에 관한 연구. 대한불임학회지 제11

권. 1984

21. 최병기, 이희영. 정관절제술과 남성불임증에서의 항정자 항체의 검출. 대

한비뇨기과학회지 제25권 제4호. 1984

22. 김재성, 이지복. 불임을 호소하는 남편의 임상소견(Ⅰ). 대한비뇨기과학

회지 제25권 제1호. 1984

23. 박영수, 박남철. 남성 불임 환자의 혈장과 정장내 Zinc와 Selenium치의 

의의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38권 제10호. 1997

24. 박남철, 박영수, 황국형, 정문기, 윤종병. 남성불임 : 최근 10년간의 임상

통계학적 분석.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37권 제8호. 1996

25. 권윤정, 김지수, 강희규, 손인표, 최규완, 이승재, 박종민. Leukocytospermia 

환자에서의 IVF와 ICSI의 결과 비교. 대한불임학회잡지 제25권 제3호. 1998

26. 김정훈, 채희동, 강은희, 추형식, 전용필, 강병문, 장윤석, 목정은. 체외수

정시술시 예후 인자로서 정자 첨체 반응 유발 검사의 유용성. 대한불임학

회잡지 제25권 제3호. 1998

27. 문신용, 김석현, 권재희, 지병철, 정병준, 김희선, 류범용, 방명걸, 오선경, 

서창석, 최영민, 김정구, 이진용, 이상훈. 인간 정자의 정밀 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대한산부인과학회지 제41권. 1998

28. 장수기, 이무상. 인간정자의 동결보존방법에 대한 정자의 운동성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비뇨기과학회지 제29권 제6호. 1988

29. 김광진, 이무상. 냉동보존된 인간정자의 소생력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

비뇨기과학회지 제29권 제6호. 1988



- 60 -

30. 이무상, 한상원, 최형기, 최영득, 이웅희, 김장환, 김봉환, 서주태, 김종현, 

이혜연, 노지연, 고혜경, 이석영, 김찬수. 한국남성의 정자수와 비뇨기계 

질환 관련 연구(Ⅴ). 내분비계장애물질 연구보고서 제5권. 2003

31. 이무상, 한상원, 최영득, 서주태, 김종현, 이웅희. 한국 남성의 정자수와 

비뇨기계 질환 관련연구(Ⅳ). 식품의약품 안전청 연구 보고서 제5권, 

2002



- 61 -

부   부   부   부   록록록록

부록 1. 내분비계 장애물질 종류(신동천, 2000)

구       분 종     류 물질수 

  자연성
 콩, 사과, 버찌,밀 등에 함유되어 있는 
 물질로 식물성 여성호르몬인 Phytoestrogen

20종

  약물성 
 합성여성호르몬으로 유산방지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던 DES(Diethylstilbesterol)  1종

  환경성 
(환경호르몬)

 Persistent Organohalogens(환경지속성 유기할로겐류)
 : dioxins, HCB, PCP, furans, PCB, 
  octachlorostyrene 등

 7종

 Herbicides(제초제) 
 : 2,4-D, 2,4,5-T, alachlor, amitrole, atrazine, 
  nitrofen 등

10종

 Fungicides(살균제) 
 : benomyl, mancozeb tributyl tin(TBT), 
  vinclozilin 등

25종

 Insecticides(살충제) 
  : chlordane, DDT/DDE/DDD, endosulfan, 
   ethylparathion, dieldrin, methoxychlor 등

 9종

 Industrial Chemicals(산업용 화학물질) 
  : alkyl phenol, bisphenol A, phthalates 등 22종

 Heavy metals(중금속)
  : cadmium, mercury, lead 등

 3종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야생보호기금 WWF 목록을 기본으로 하여 내분비계 

장애물질을 관리대상물질로 선정하고, WWF의 67종 중 제조․수입․사용 사례가 없

는 물질은 16종, 제조․수입․사용 사례가 있는 물질은 51종이며, 이중 규제 물질 

42종(유해화학물질관리법, 농약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사용금지 15종, 취급제한 

4종, 기타 유독물 및 농약관리법의 관리물질 16종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미규제물

질은 총 9종으로 나타나 있다(환경부,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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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분석 코딩 자료

NO
조사

년도
n

Volume

(mL)

Sperm count

(×10⁶/mL)

Motility

(%)

Morpho

-logy

(%)

mean

age

금욕

기간

(day)

가

임

력

Ⓐ

분

석 

방

법

Ⓑ

refere

-nce

Ⓒ
1 1980 45 ∙ 72.8 66.7 ∙ ∙ >4 2 1 12

2 1980 52 2.40 92.3 64.0 88.0 32.5 >3 3 1 22

3 1983 16 3.20 95.7 65.4 81.9 30.5 ∙ 2 1 13

4 1983 20 ∙ 46.0 50.0 65.0 25.0 ∙ 2 1 20

5 1984 16 ∙ 146.0 65.0 72.5 ∙ ∙ 3 1 21

6 1984 50 2.18 60.9 71.5 65.0 25.0 ∙ 2 1 22

7 1985 33 2.00 63.9 67.4 ∙ ∙ ∙ 1 1 16

8 1986 18 ∙ 35.2 66.7 ∙ 29.0 3 2 1 17

9 1986 62 3.00 117.2 67.0 78.9 28.6 3-5 2 1 15

10 1987 10 ∙ ∙ 68.5 ∙ 25.0 ∙ 2 1 28

11 1987 30 ∙ ∙ 70.0 ∙ 25.0 2-3 2 1 29

12 1988 20 3.30 47.5 62.0 67.9 30.2 3-5 3 1 18

13 1989 1215 2.70 63.9 50.4 66.5 ∙ ∙ 3 ∙ 31

14 1990 1705 2.90 54.3 46.9 63.7 ∙ ∙ 3 ∙ 31

15 1991 111 2.50 ∙ 51.4 ∙ ∙ >3 3 3 24

16 1991 2034 3.30 50.3 44.8 57.7 ∙ ∙ 3 ∙ 31

17 1992 3 ∙ ∙ 70.1 ∙ ∙ 2-4 2 2 14

18 1992 1959 3.10 53.2 47.6 46.4 ∙ ∙ 3 ∙ 31

19 1993 2169 2.90 59.0 52.2 40.0 ∙ ∙ 3 ∙ 31

20 1994 2088 2.90 59.5 56.3 70.5 ∙ ∙ 3 ∙ 31

21 1994 20 2.55 65.6 51.9 ∙ ∙ ∙ 2 ∙ 31

22 1995 63 2.50 108.7 69.4 ∙ ∙ ∙ 3 1 2

23 1995 10 ∙ ∙ 77.7 ∙ ∙ ∙ 2 2 19

24 1995 1862 2.70 68.2 52.4 72.7 ∙ ∙ 3 ∙ 31

25 1995 150 3.04 97.7 66.5 76.0 22.0 ∙ 2 1 31

26 1995 19 2.66 75.7 61.5 ∙ ∙ ∙ 2 ∙ 31

27 1996 10 ∙ ∙ 77.7 ∙ 40.0 1 2 10

28 1996 96 ∙ 95.1 65.3 ∙ ∙ 3 1 2 6

29 1996 30 3.30 108.2 73.9 56.2 35.9 2-3 2 1 26

30 1996 25 2.60 114.6 64.8 ∙ ∙ ∙ 1 1 27

31 1996 1522 2.80 69.3 52.5 74.0 ∙ ∙ 3 ∙ 31

32 1996 23 2.70 86.0 75.2 ∙ ∙ ∙ 2 ∙ 31

33 1996 149 2.56 95.4 59.1 76.0 22.0 ∙ 2 1 31

34 1997 121 2.70 86.0 59.2 ∙ 34 ∙ 3 1 25

35 1997 10 2.90 96.0 67.6 ∙ 32.0 >3 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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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            

 
➱사람수는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평균 연령의 경우 범위로만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중간점을 잡았고, ‘20세에서 30세’일때는 25세
로, 30세 전후라고 제시되어 있는 경우 30세로 잡았다.➱금욕기간의 경우 논문에 제시되어 있는 기간을 그대로 정리.

➱회귀식에서 보정을 할 경우에는 금욕기간이 제시된 것과 제시되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분석.➱Ⓐ : 가임력 증명된 경우 1, 증명되지 않은 경우 2, 불임으로 내원하였으나 정상정액 소견을 보인 
경우를 3으로 표기하여 불임 환자중 정상소견을 보인 군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서 분석.➱Ⓑ : 분석방법에서는 사람이 측정하였으면 1, 컴퓨터로 측정하였으면 2, 두가지 방법을 섞어서 사용
하였으면 3.➱Ⓒ : 부록<분석에 사용된 문헌> 참고

NO
조사

년도
n

Volume

(mL)

Sperm count

(×10⁶/mL)

Motility

(%)

Morpho

-logy

(%)

mean

age

금욕

기간

(day)

가

임

력

Ⓐ

분

석 

방

법

Ⓑ

refere

-nce

Ⓒ
36 1997 412 2.32 94.0 71.8 74 22 ∙ 2 1 31

37 1997 1607 2.80 67.0 54.6 75.6 ∙ ∙ 3 ∙ 31

38 1997 39 2.35 52.6 66.9 ∙ ∙ ∙ 2 ∙ 31

39 1998 151 2.50 98.8 66.4 76.0 22.0 ∙ 2 1 31

40 1998 971 2.80 64.2 58.9 63.0 ∙ ∙ 3 ∙ 31

41 1998 33 2.85 81.5 65.2 ∙ ∙ ∙ 2 ∙ 31

42 1999 99 2.88 86.8 67.5 ∙ ∙ ∙ 2 ∙ 31

43 1999 2179 3.00 63.3 52.4 69.7 ∙ ∙ 3 ∙ 31

44 1999 1527 2.60 89.6 69.3 76.0 22.0 ∙ 2 1 31

45 1999 11 ∙ 149.5 61.9 ∙ ∙ ∙ 1 3 3

46 2000 426 2.64 78.6 64.3 75.0 22.0 2 2 31

47 2000 2314 2.80 61.3 49.6 49.9 ∙ ∙ 3 ∙ 31

48 2000 106 3.02 54.8 56.9 ∙ ∙ ∙ 2 ∙ 31

49 2001 20 ∙ 106.7 59.9 ∙ ∙ ∙ 1 2 4

50 2001 10 ∙ 98.0 48.0 ∙ 25.0 2-3 1 2 9

51 2001 10 ∙ 53.8 33.2 ∙ ∙ ∙ 3 2 1

52 2001 327 2.70 75.0 72.7 78.1 22.0 ∙ 2 2 31

53 2001 153 2.85 51.6 71.7 ∙ ∙ ∙ 2 ∙ 31

54 2001 71 2.63 75.0 48.2 ∙ 21.9 ∙ 2 1 30

55 2002 589 3.07 70.4 54.5 ∙ 21.9 ∙ 2 2 31

56 2002 1425 2.40 148.0 59.0 ∙ 33.6 ∙ 3 2 31

57 2002 96 2.91 44.8 73.5 ∙ 31.8 ∙ 2 ∙ 31

58 2003 18 3.50 126.5 76.6 ∙ 34.4 3 1 1 5

59 2003 10 ∙ 120.3 67.0 ∙ ∙ ∙ 1 1 7

60 2003 11 3.50 84.8 69.6 ∙ 28.3 ∙ 1 2 8

61 2003 78 2.85 88.3 47.4 ∙ 22.3 ∙ 2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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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세계생태보전기금(WWF)분류 내분비계장애물질목록 67종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내분비계장애물질로 알려진 알려진 알려진 알려진 물질물질물질물질 내분비장애물질로의심되는 내분비장애물질로의심되는 내분비장애물질로의심되는 내분비장애물질로의심되는 물질물질물질물질

Persistent Persistent Persistent Persistent Organohalogens(Organohalogens(Organohalogens(Organohalogens(유기염소계물질유기염소계물질유기염소계물질유기염소계물질))))

dioxins/furans, PCBs, PBBs, octachlorostyrene

hexachlorobenzene,  pentachlorophenol

2,4-dichlorophenol 

D i e t h y l h e x y l -               

adipate 

Benzophenone 

N-butyl benzene

Pesticides(Pesticides(Pesticides(Pesticides(농약농약농약농약)))) 

2,4,5-T, 2,4-D, alachlor, aldicarb, amitrole  

atrazine , benomyl,  bata-HCH,  carbaryl, 

chlordane, cypermethrin, DBCP, DDT, DDT 

metabolites, dicofol, dieldrin, endosulfan, 

esfenvalerate, ethylparathion, fenvalerate, lindane, 

heptachlor, h-epoxide, kelthane, kepone, malathion, 

mancozeb,  maneb,  methomyl,  methoxychlor, 

metribuzin, mirex, nitrofen,oxychlordane, metiram 

permethrin,  synthetic pyrethriods,  toxaphene, 

transnonachlor,   tributyltin oxide,  trifluralin, 

vinclozolin,  zineb,  ziram

Penta-to Penta-to Penta-to Penta-to Nonyl-Phenols(Nonyl-Phenols(Nonyl-Phenols(Nonyl-Phenols(펜타펜타펜타펜타----노닐 노닐 노닐 노닐 페놀페놀페놀페놀))))
Bisphenol Bisphenol Bisphenol Bisphenol A(A(A(A(비스페놀비스페놀비스페놀비스페놀A)A)A)A)

Phthalates(Phthalates(Phthalates(Phthalates(프탈레이트프탈레이트프탈레이트프탈레이트)))) 

Di-ethylhexyl phthalate (DEHP),  

Di-hexylphthalate (DHP) 

Butyl benzyl phthalate (BBP), 

Di-propyl phthalate (DprP)  

Di-n-butyl phthalate (DBP),  

Dicyclohexyl phthalate (DCHP) 

Di-n-pentyl phthalate (DPP),  

Diethyl phthalate (DEP)

Styrene Styrene Styrene Styrene dimers dimers dimers dimers and and and and trimerstrimerstrimerstrimers
Benzo(a)pyrene(Benzo(a)pyrene(Benzo(a)pyrene(Benzo(a)pyrene(벤조피렌벤조피렌벤조피렌벤조피렌))))
Heavy Heavy Heavy Heavy metals(metals(metals(metals(중금속중금속중금속중금속))))     

mercury, lead, cadm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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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 The The exposure exposure exposure exposure data data data data of of of of Endocrine Endocrine Endocrine Endocrine Discrupting Discrupting Discrupting Discrupting 

Chemicals(EDC) Chemicals(EDC) Chemicals(EDC) Chemicals(EDC) present present present present internal internal internal internal adult adult adult adult man'sman'sman'sman's

sperm sperm sperm sperm quality quality quality quality changechangechangechange

Jae-Un  Lee

Dept. of Environmental Scienc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Directed (Directed (Directed by by by by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professor, Dong-Chun Dong-Chun Dong-Chun Dong-Chun Shin, Shin, Shin, Shin, M.D., M.D., M.D., M.D., PhD)PhD)PhD)PhD)

Endocrine Discrupting Chemicals(EDC) utilizing a big transfer 

model of various mediums that are distributed mainly in urban areas 

have a typical characteristic in the environmental motion form.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es performed from 1999-2003, 

the Ministry of Environment conducted a research of several 

domestic environmental medium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quality, 

and soil condition. 

This research was done as part of “EDC long-term research 

plans. ”35 ingredients out of 64 were detected in more than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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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medium. 

Yet, the overall level was similar with that of the previous 

examination.

The exposure level of Dioxin, Bisphenol A, Phthalate, Nonylphenoll, 

and PCBs, each of which is one of the representatives of EDCs, was 

examined in the basis of data from 1999 to 2003.  

The detection level was equivalent or little lower when compared 

with the research results conducted by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in Japan.

All the materials had a trend to be decreased, only except 

Phthalate. 

Among the aforementioned five EDCs, the most notable material 

was Phthalate, representing the higher level beyond a detection 

limit of 1.0 ng/Nm3. 

When compared with past year results, the average detection 

density level of dioxin represents an increase in air quality, degree 

of water contamination, soil condition, and so forth. However, in 

overall, it represents a decrease w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produced for the first five years.

According to Skakkebaek’s research published in the Journal of 

British Medical in 1992,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DC had 

adverse impacts on human beings; that is, the likelihood of tes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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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cer could be three times higher and the average number of 

sperm could be decreased by 50 percent. 

Further, in 1992, Carlsen made a hypothesis of a reduction in 

sperm level over time. 

This hypothesis was confirmed in some degree by other 

researchers and also being denied due to its limitation.

Semen quality was evaluated in the basis of all the domestic 

researches on a hypothesis of a reduction in semen level over time, 

resulted from environmentally harmful materials.

For the age distribution, it was observed that people over thirties 

had more average volume and kineticism than those of twenties. 

Less than two days as the ascetic period represented higher 

average volume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01.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for the age and ascetic 

period.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ata collected for 20 years from 

1980 to 2003, it was concluded that there was no clear evidence 

about the fact Korean male's sperm quality had been deteriorated. 

In comparison with data of before and after the year of 2000, the 

number of sperm has been increased continuously, e.g., in the group 

I, 87.32x106/mL before the year of 2000 and 115.1x106/mL after 

the year of 2000. In the group II, 90.98x106/mL before the year of 

2000 and 115.1x106/mL after the year of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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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the following 

distinction: group I representing a normal condition in semen quality 

and group II representing an abnormal condition in semen quality.

To do the linear regression analysis, the following conditions were 

made for a comparison purpose:

1) asceticism period: before and after two days

2) age distinction: 20 years and 30 years old, and

3) before and after the year of 2002.

The analysis indicated that group I represented a better sperm 

quality in the average volume, density, and etc….

With regard to the average volume and density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01 and .5, respectively, it was seen that along with normal 

distribution, those after the year of 2000 represented a higher value 

in the examination of group II in terms of year, age, average 

volume based on ascetic period, and kineticism. 

Based on data from 1980-2003, there was no clear evidence that 

the Korean’s semen quality was being decreased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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