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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Human biomonitoring (HBM) is a measurement of the chemicals and their metabolites in human

biological samples and has been successfully employed to determine the exposure levels of environmental

chemicals. In this study, we analyzed seasonal variations of the blood or urinary levels of chemicals, and assessed

that these differences could affect the results of association study.

Methods: The Korea National Environmental Health Survey (KoNEHS) is a nationwide survey that analyzes

exposure levels of environmental pollutants, 19 kinds of chemicals including heavy metals and organic

chemicals, and the exposure factors in the general population. Based on KoNEHS data, we analyzed the levels

of chemicals concentrations over the total survey period (2012-2014) and each season, and assessed the

association of thyroid measures with phthalate metabolite and BPA.

Results: Exposure levels of blood mercury and lead were lower in summer compare to winter. Bisphenol A and

PAHs metabolites were higher in spring and summer, but lower in autumn. VOCs metabolites were generally

lower in summer and autumn. Phthalate metabolites were higher in all other seasons than in winter. Pyrethroid

metabolite, 3-PBA, was higher in summer and autumn. Regarding seasonal variation of chemical exposures,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and size of effects between thyroid measures and phthalate and BPA were changed with

season.

Conclusion: Seasonal variations of chemical exposure and health outcome should be considered for interpreting

biomonitoring results from a public health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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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바이오모니터링은 생체조직

또는 혈액, 소변과 같은 체액에서의 원 물질 또는

그 대사체를 측정하여 환경오염물질 노출의 지표 또

는 정량적인 노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활용되어왔

다. 바이오모니터링 연구는 환경노출의 확인과 법에

근거한 정책결정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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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1) 매체 농도를 이용한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최

악의 시나리오(worst case scenario)를 사용하여 노

출량이 과다 추정되는 경우와 다르게, 바이오모니터

링 결과는 실질적인 인체노출량을 도출 할 수 있다.2,3)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바이오모니터링은 화학물질

의 노출수준, 생화학적 그리고 생물학적 영향에 대

한 모니터링으로 확대하고 있다.4,5)

현재, 국가수준, 특정인구 집단 또는 지역사회 단

위의 바이오모니터링 연구가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가단위의 모니터링 연구는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수준의 확인과 다양한 건강영향지표에

대한 조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의 일반 인구집단

의 대표 노출값을 산출하도록 표본설계가 된다.6,7) 미

국과 캐나다의 바이오모니터링 연구는 조사기간을 2

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사전조사단계를 거친 후, 2009

년부터 환경보건법에 근거하여 국민환경보건기초조

사(이하 기초조사)를 3년 단위로 진행하고 있다.8,9)

다년간 진행되는 바이오모니터링은 지역 및 인구

집단에 따른 노출수준을 확인하는 것 이외에 다양한

요인에 따라 분석이 가능하며, 계절적인 요인에 의

한 노출수준의 평가도 가능하다. 기초조사의 경우에

도 조사연도 뿐 만 아니라 계절적인 분포도 고려하

여 표본설계가 되었다. 환경노출에 의한 건강영향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하나 이상의 계절을 포함한 많은

연구가 있으며, 환경매체, 식품 및 바이오모니터링

등 다양한 연구에서 노출수준에서의 계절변이를 확

인할 수 있다.10,11,12,13) 또한, 화학물질 노출 이외에

갑상선, 성 호르몬을 포함하는 내분비계와 혈압 등

인체의 생리 및 임상적인 지표를 포함하는 건강영향

(Health Outcome) 연구에서도 계절변이를 확인할 수

있다.14,15,16)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수준의 계절변이는 영향변수

와의 관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와는 반대로

영향변수가 노출수준에 영향을 미쳐서 분석결과가

변화될 수 있다. 미국 NHANES자료를 이용하여 UV

차단 크림과 비타민 D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

서는, 예측변수와 영향변수 모두가 계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결과의 해석 과정에 측정된 계절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17) 이와 같이, 조사대상의 건강영

향지표 같은 종속변수 또는 화학물질 농도 등 예측

변수가 계절특성을 갖고 있다면 분석과정에서 고려

해야 한다. 계절적 연속성이 없는 바이오모니터링 결

과와 건강영향 지표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단면

조사, 노출지표로 환경 또는 생체시료 분석이 포함

된 코호트 연구에서 계절변이를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2012년에서 2014년까지 진행된 제2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한국의 성인 인구집단을 대

상으로 화학물질 노출의 계절적 변이를 확인하고, 이

러한 차이가 건강영향과의 상관성분석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는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바이오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체내 환경오

염물질의 노출수준을 조사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진행되었다. 제2기 기초조사의 대상 인구는 2010년

기준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인구를 제외한 총인구를

대상으로 하였고, 전국대표 추정치를 구하기 위하여

기존의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6,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000

명씩 계절분포를 고려하여, 3년간 총 6,478명을 조

사하였다. 생체시료 중 환경유해물질 분석 항목은 총

21종을 분석하였으며, 간, 신장, 혈액 및 호르몬 등

기본적인 임상검사를 포함하였다.18)

본 연구는 2단계 층화 계통추출방법으로 설계되어,

추출 및 미응답 확률의 차이와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의 사후 층화를 보정하기 위하여 설계 가중치를

이용하였다. 조사된 표본의 가중치는 설계가중치, 무

응답조정 및 모집단 추계인구조정을 위한 사후층화

를 반영하도록 산정되었다. 통계분석은 다단계층 표

본설계뿐 아니라 인구가중치를 조정하기 위하여 표

본설계를 반영한 SAS 분석법(PROC SURVEYFREQ,

PROC SURVEYMEANS, and PROC SURVEYREG)

를 사용하였다. 노출수준의 계절적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기간 전체, 계절(겨울: 12-2월, 봄: 3-5월,

여름: 6-8월, 가을: 9-11월)로 구분하였으며, 표본설

계를 반영하여 계절에 따른 노출수준을 산출하였다.

기술통계는 기하평균 및 분위수 농도를 제시하였

으며, 계절에 따른 차이는 겨울철 노출수준 대비 각

계절의 노출수준의 비(ratio)로 나타내었다. 계절에

따른 화학물질 노출수준 차이의 유의성은 겨울철 농

도를 기준으로 각 계절별 농도 수준의 차이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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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확인하였다. 측정값이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경

우에는 로그변환을 하였고, 검출한계 미만의 값은

MDL의 1/ 로 대체하였다.

화학물질 노출과 건강영향간의 상관성에 미치는

계절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사례연구로는 본 연구진

이 기존에 발표하였던 갑상선 호르몬과 프탈레이트

및 BPA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19) DEHP 대사체 중

MEHHP와 BPA를 독립변수로 TSH, T4, T3 호르몬

을 종속변수로 상관성 분석을 하였다. 결과해석의 간

결함을 위하여 공변량으로 성, 연령만을 포함하여 모

델을 구성하였다. 모델에 포함된 예측변수는 측정농

도를 사용한 모델과 크레아티닌을 공변량으로 사용

한 모델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20,21) 전체 6,478명의

대상자 중, 요 시료를 채취하지 못하였거나 설문조

사에서 갑상선 질환이 있거나 이와 관련 약을 복용

한다고 응답한 참여자를 제외하고 총 6,003명을 분

석대상자로 하였다. 요 중 크레아티닌 농도 값에 따

라 연구대상자를 제외하지는 않았다.

통계분석은 SAS 소프트웨어 9.4버전을 사용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고찰

1. 계절에 따른 노출수준의 변이

기초조사에서 분석대상인 물질의 계절에 따른 측

정농도 및 크레아티닌 보정 기하평균을 Table 1에,

겨울철 대비 각 계절의 농도 비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혈 중 수은과 납은 겨울에 비하여 여름이 0.91

배 정도로 유의하게 낮았다. 요 중 카드뮴은 여름철

이 겨울에 비하여 1.32배 정도 높았으며, 요 중 수은

은 겨울철에 비하여 다른 계절이 모두 낮았으나 가

을만 0.90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레아니틴 보

정농도도 측정농도와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일부 계

절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변화됨을 확인하였다.

환경성 페놀류 중 BPA는 겨울에 비하여 봄에 1.17

배, 여름에 1.82배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가을

철에는 0.87배 정도 낮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

고, 트리클로산(triclosan)은 계절에 따른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대

사체는 뮤콘산(muconic acid)을 제외하고 일반적으

2

Table 1. Measured and creatinine-adjusted geometric mean by season

Measured Conc. Creatinine-adjusted Conc.

Total Spring SummerAutumn Winter Total Spring SummerAutumn Winter

Blood
Metals

(µg/L)

Hg 3.11 3.12 2.96 3.11 3.24

Pb (µg/dL) 1.94 2.00 1.81 1.94 2.00

Urine

(µg/L)

Cd 0.38 0.37 0.45 0.37 0.34 0.50 0.48 0.52 0.55 0.46

Hg 0.38 0.38 0.39 0.36 0.4 0.49 0.48 0.44 0.50 0.52

Phthalate

DEHP 50.4 47.1 65.0 45.6 46.8 70.4 66.1 78.9 70.4 68.2

MBzP 2.82 2.68 5.06 2.43 1.97 3.28 3.71 6.14 3.72 2.65

MnBP 23.6 18.3 42.5 24.4 18.1 32.5 25.4 51.4 37.6 25.3

Phenol
BPA 1.09 1.09 1.69 0.81 0.93 1.49 1.49 2.04 1.23 1.32

TCS - 0.94 0.97 0.90 0.91 1.17 1.17 1.12 1.19 1.19

VOCs

(mg/L)

Hippuric Acid (g/L) 0.12 0.14 0.13 0.10 0.11 0.17 0.19 0.17 0.17 0.15

Muconic Acid 58.8 55.7 63.8 57.6 58.7 81.2 78.7 77.0 87.7 83.1

Phenylglyoxylic Acid 0.16 0.21 0.11 0.12 0.18 0.21 0.29 0.13 0.19 0.25

Manderic Acid 0.15 0.20 0.13 0.12 0.16 0.21 0.27 0.16 0.18 0.23

Methyl Hippuric Acid 0.23 0.28 0.20 0.20 0.26 0.32 0.37 0.24 0.30 0.36

PAHs

1-OH-Pyrene 0.15 0.16 0.18 0.12 0.15 0.20 0.21 0.21 0.17 0.20

2-Napthol 2.22 2.01 2.80 1.96 2.19 3.07 2.80 3.40 3.03 3.12

1-OH-Phenathrene 0.10 0.11 0.11 0.08 0.09 0.12 0.14 0.13 0.11 0.11

2-OH-Fluorene 0.27 0.25 0.29 0.26 0.26 0.37 0.36 0.35 0.39 0.38

Pyrethroid PBA 1.41 1.25 1.73 1.48 1.28 1.94 1.71 2.13 2.35 1.77

Creatinine (g/L) 0.72 0.73 0.83 0.65 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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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겨울에 비하여 봄철이 높은 수준으로, 여름과 가

을은 0.61-0.81배 낮았으며, 대부분의 계절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 반면에 마뇨산(hippuric acid)은

봄과 여름철이 모두 겨울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다

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대사체 중 1-하드록시-파이

렌(1-OH-Pyrene)과 1-하이드록시페난쓰렌(1-OH-

Phenanthrene)은 겨울철에 비하여 봄과 여름철에는

1.07-1.22배 높은 수준으로, 가을철에는 0.80, 0.89배

정도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2-나프톨(2-napthol)

은 여름에만 겨울보다 높았으며, 봄과 겨울철에는 노

출수준이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피레쓰로이드 대사체는 여름, 가을철 모두 겨울에 비

하여 1.35, 1.16배 유의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프탈

레이트 대사체는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비하여 다른

계절에 노출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여름철에는 1.39-

2.57배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크레아

티닌 보정 농도도 측정농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혈 중 수은은 주요 노출원이 어패류로 알려져 있

으며, 여름철에 낮은 수준이었다가 10월 이후 증가

하여 겨울철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이후 여

름철까지 감소하는 전형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우

리나라의 국민건강영양조사(2013-2015) 결과, 어패

류를 통한 에너지 섭취량은 여름철은 54.1 Kcal로

봄, 가을 및 겨울철은 65.2, 67.5, 71.3 Kcal로 보고

하고 있어 기초조사의 월별 노출수준과 유사한 경

향이었다.22) 납은 겨울철이 상대적으로 높게, 카드뮴

은 겨울 이외의 계절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여름철

에 유의하게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국인의 납

과 카드뮴의 주요 노출원은 곡류와 채소류로 알려져

있어 동일한 계절변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였으나,

일반인의 계절에 따른 식품종류별 에너지 섭취 비를

고려할 때, 곡류 섭취량은 계절에 따른 차이가 없었

고 채소류는 여름철에 소비량이 증가하였으며 어패

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혈 중 납의 경우에도

채소류 보다는 어패류의 소비감소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22) 요 중 카드뮴은 장기노출(long-term

exposure)의 지표로 알려져 있어 계절에 따른 노출수

준과 생체축적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라

Table 2. Ratio of chemical concentration of each season to winter

Measured Creatinine-adjusted

Spring Summer Autumn Spring Summer Autumn

Blood

Metals

Hg 0.96 0.91 0.96

Pb 1.00 0.91 0.97

Urine

Cd 1.09 1.32 1.09 1.04 1.13 1.20

Hg 0.95 0.98 0.90 0.92 0.85 0.96

Phthalate

DEHP 1.01 1.39 0.97 0.97 1.16 1.03

MBzP 1.36 2.57 1.23 1.40 2.32 1.40

MnBP 1.01 2.35 1.35 1.00 2.03 1.49

Phenol
BPA 1.17 1.82 0.87 1.13 1.55 0.93

TCS 1.03 1.07 0.99 0.98 0.94 1.00

VOCs

Hippuric Acid 1.27 1.18 0.91 1.27 1.13 1.13

Muconic Acid 0.95 1.09 0.98 0.95 0.93 1.06

Phenylglyoxylic Acid 1.17 0.61 0.67 1.16 0.52 0.76

Manderic Acid 1.25 0.81 0.75 1.17 0.70 0.78

Methyl Hippuric Acid 1.08 0.77 0.77 1.03 0.67 0.83

PAHs

1-OH-Pyrene 1.07 1.20 0.80 1.05 1.05 0.85

2-Napthol 0.92 1.28 0.89 0.90 1.09 0.97

1-OH-Phenathrene 1.22 1.22 0.89 1.27 1.18 1.00

2-OH-Fluorene 0.96 1.12 1.00 0.95 0.92 1.03

Pyrethroid PBA 0.98 1.35 1.16 0.97 1.20 1.33

Bold: p<0.05, Italic bold: p<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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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23). 요 중 수은은 무기수은(inorganic Hg)의

지표로 주로 환경을 통하여 노출 되어, 혈 중 수은

과는 달리 환경의 영향을 받는 VOCs, PAHs와 유

사하게 가을철에 낮은 수준이었다. 중금속은 식이를

통한 노출 외에 입자상 물질을 포함하는 환경매체를

통해서도 노출이 일어날 수 있으며, 입자상 물질(PM)

의 농도뿐 아니라 PM에 포함된 중금속 농도도 계

절에 따라 변화한다는 연구도 있다.24,25) PM10에 포

함된 중금속은 대부분 봄철이 여름보다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혈 중 납은 봄철이 여름

보다 높게 나타나 기존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6). 인체에서 반감기가 상대적으로 긴 중금속의 특

성을 고려하여 계절별 혈 중 중금속의 노출원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탈레이트 대사체는 일반적으로 고분자량 프탈레

이트는 식품섭취와 식품용기, 물병 등이, 저분자량

프탈레이트는 화장품 등 개인위생용품의 사용이 주

요 노출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DEHP는 여름철에 높

았고 다른 계절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MBzP, MnBP

는 여름과 가을철 보단 높은 수준이었는데, 개인위

생용품 또는 화장품의 계절적 사용경향과 비슷한 노

출수준을 보였다27,28). 환경성 페놀류 중 BPA는 저분

자량 프탈레이트와 비슷하게 여름에는 높은 수준이

었다가 가을에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여름철에

서 가을철 사이에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것에 대한

노출평가가 필요하다. BPA, 벤젠 대사체인 hippuric

acid, PAHs 대사체인 1-OH-pyrenene, 1-OH-

phenanthrene과 같이 봄, 여름철에 높았다가 가을철

에 노출수준이 낮아지는 물질은 8월을 기점으로 노

출수준이 급격하게 변화함을 확인하였다(월별 데이

터는 수록하지 않음). VOCs와 PAHs의 주요 노출원

은 주로 대기를 통한 환경노출로 환기 등이 많이 이

루어지는 여름 이후에는 노출수준이 감소하였다가

겨울과 봄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PAHs 대사체는 여름에도 높은 수준임을 확

인하였다. 대기 중 VOCs의 농도는 계절변이를 보이

고 있으며, 이는 자동차 연료의 기화, 물리적인 확

산과 이동과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온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계절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

대기 중 PAHs의 농도는 주로 겨울철이 다른 계절

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본 연구의 결

과와는 상충되는 것으로 보이나,29) 식이도 PAHs노

출의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30) 본 연구에서

PAHs 노출수준은 환경노출에 의한 영향보다는 식이

를 통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 인

구집단의 여름철 PAHs의 노출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한다. 프레쓰로이드계 농약의 대사체

인 3-BPA는 여름과 가을철에 높은 노출 수준을 보

였는데, 피레쓰로이드의 노출원은 다양하지만, 주로

식이를 통한 노출과 가정용 살충제 등을 통한 호흡

기 노출임을 고려할 때, 계절에 따른 일반적인 경향

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31,32)

화학물질 노출수준의 계절적 변이는 일반적으로

겨울철보다 봄철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혈 중 중금속 및 일부 VOCs를 제외하면 여

름철의 노출수준이 겨울뿐만 아니라 봄철에 비해서

도 높았다. 반면에 조사대상 물질의 노출수준은 프

탈레이트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가을철이 겨울철보

다 낮은 수준이었다. 프탈레이트 대사체는 모든 계

절에서 겨울철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물질 전체를 볼 때, 계

절에 따른 변이가 겨울철에 비하여 최대 0.61배 낮

거나 2.57배 높았다.

2. 사례연구

 사례연구를 위하여 본 연구진이 기존에 발표하였

던 논문에 사용한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계절에 따

른 MEHHP 및 BPA노출 수준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19)

MEHHP의 노출수준은 전체 18.1 µg/L이었으며, 겨

울철, 봄, 여름, 가을철에 각각 17.8, 15.6, 23.3, 16.5

µg/L이었고 겨울철에 비하여 봄에는 0.88배, 여름철

은 1.31배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MEHHP

의 농도범위의 비(75% 농도와 25% 농도의 비)는 가

을철이 3.53으로 컸으며, 겨울과 봄철이 2.78로 비

슷하였다. BPA의 경우, 전체기간의 기하평균이 1.13

µg/L이었으며 여름철에는 1.70 µg/L로 겨울에 비하

여 1.68배 높았고, 가을철에는 0.82배 낮았다. 농도

분포 범위는 겨울철에 비하여 다른 계절에 농도분포

범위가 넓으며, 특히 여름과 가을철에 그 범위 비가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종속변수인 갑상선호르몬의 농도는 인체에 노출되

는 화학물질에 비하여 계절에 따른 노출수준 및 노

출범위의 변이가 크지 않았다(Table 4). TSH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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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이 1.83이었으며, 겨울이 1.79로 가장 낮고 봄

이 1.89로 경계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농도 범

위 비도 2.26-2.31로 나타났다. T4 호르몬은 겨울이

8.01이었으며 봄에 7.82로 유의하게 낮았고 가을에

8.22로 유의하게 높았다, 농도 범위의 비도 1.25-1.27

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농도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3호르몬은 전체 및 계절적 변이가 거의

없었으며 여름이 94.4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요 중 측정 화학물질의 크레아티닌 보정을 위하여

모델에 공변량으로 포함된 크레아티닌은 겨울에 비

하여 여름이 0.83으로 유의하게 높게, 가을에 0.66

으로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다.

갑상선 호르몬과 MEHHP 및 BPA의 계절에 따른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모

델은 비교의 간결성을 위하여 성과 연령만 보정하였

으며, 전체 기간(total), 각 계절 및 계절을 공변량에

포함시킨(covariate)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예측변수

(MEHHP, BPA)는 측정농도를 사용한 모델 1과 크

레이타닌을 공변량으로 포함시킨 모델 2로 구분하였다.

계절을 구분하지 않은(total) 경우와 계절을 공변량

으로 포함시킨(covariate) 경우, 갑상샘 호르몬과

MEHHP, BPA 사이의 상관계수는 크기나 통계적 유

의성이 거의 같은 경향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체 기간에 계절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당

연한 결과이다.

MEHHP와 갑상샘 호르몬 사이의 상관계수는, TSH

경우, Model 1에서 전체기간 결과와 같이 모든 계

절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며, Model 2에서는 전체기

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겨울철에 회귀계수의

크기가 커지며 경계수준의 유의성이 나타났다. T4

호르몬의 경우, Model 1에서는 봄과 겨울철에 경계

수준의 유의하였으며, 전체기간의 결과에 비하여 방

향은 같으나 영향의 크기가 커졌고, Model 2에서는

여름철에는 경계수준의, 겨울철에는 영향의 크기가

커지면서 유의하였다. T3호르몬의 경우, Model 2에

서 봄철에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BPA와 갑상샘 호르몬 사이의 관련성은, TSH의 경

우 Model 1에서 겨울철에 효과의 크기가 크며 유의

하였고, Model 2에서는 가을과 겨울에 효과의 크기

가 큰 경계수준에서 유의하였다. T4 호르몬의 경우,

Model 1에서는 전체기간에서 유의하지 않았으나 봄

철에 유의하였다. T3 호르몬에서는 계절변화에 따른

Table 3. Geometric means MEHHP and BPA by season (µg/L)

MEHHP BPA

GM Ratioa GM Ratioa

Total 18.1 3.00 1.13 5.17

 Spring 15.6** (0.88) 2.76 1.09 (1.08) 5.00

 Summer 23.3** (1.31) 3.04 1.70** (1.68) 5.80

 Autumn 16.5 (0.93) 3.53 0.83** (0.82) 5.66

 Winter 17.8 (ref) 2.78 1.01 (ref) 4.13

( ): ratio of each season to winter
aRatio of (75 percentile concentration) to (25 percentile concentration)

Table 4. Geometric means of thyroids measures and urinary creatinine by season

TSH (uIU/mL) T4 (µg/dL) T3 (ng/dL) Creatinine (g/L)

GM Ratioa GM Ratioa GM Ratioa GM Ratioa

Total 1.83 2.28 7.96 1.26 100 1.27 0.74 2.56

 Spring 1.89* 2.26 7.82** 1.27 101 1.28 0.73 2.52

 Summer 1.80 2.32 7.87 1.26 94.4** 1.26 0.83** 2.40

 Autumn 1.83 2.30 8.22** 1.27 100 1.25 0.66** 2.66

 Winter 1.79 2.31 8.01 1.25 100 1.26 0.75 2.40
aRatio of (75 percentile concentration) to (25 percentile concentration)

*p<0.1, **p<0.05 (each season vs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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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계수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례분석 결과에서, 전체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와 계절을 공변량으로 추가한 결과는 회귀계수

의 크기나 방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계절별로 분

석할 경우 계절에 따라 유의성이 변하였고, 효과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여러 계절에 걸

친 조사의 경우, 조사에 포함된 계절에 따라 상관성

의 크기, 유의함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이다. 다만, 갑상선 호르몬과 MEHHP, BPA사이의

상관성이 계절에 따라 변화됨은 확인하였으나 일정

한 경향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갑상선 호

르몬의 계절적 변이가 MEHHP, BPA노출의 계절에

따른 변이에 비하여 갑상샘 호르몬의 계절에 따른

생리학적 변이가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갑상선 호

르몬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생리적인 특

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판

단되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봄과 겨울

철에 농도 분포의 비가 다른 계절에 비하여 작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봄과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 평균적인 노출 수준 뿐 만 아

니라 농도분포에 대한 추가적이 분석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대표 바이오모니터링 프

로그램인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에서 조사대상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계절에 따라 최대 2.5배 정

도까지 차이가 있으며, 노출수준과 건강영향 지표간

의 상관성의 크기와 통계적 유의성이 계절에 따라

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환

경오염 물질의 매체 또는 인체 노출측정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노출의 측정이 일부의 특정기간만을 대

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결과는 대상 지역의 평

균적인 환경 또는 인체노출을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건강영향과의 상관성분석에서도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바

이오모니터링 결과를 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생물

학적 동등량 (Biomonitoring equivalents, BEs)을 적

용하여 인체노출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적으

로 활용하려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33) BEs를 도출하

고 정책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 시기나 계절에

한정된 분석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상이한 결과를 도

출할 수 있다. 즉, 화학물질 노출의 계절적 변이는

환경측정 또는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하고 평

가할 때 연간 평균 노출수준으로 일반화하기 어렵고,

화학물질의 노출과 건강영향 지표가 유사한 계절변

이를 나타내는 연구에서는 결과의 해석에 주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이외에,

Table 5. Regression coefficient between thyroid measures and MEHHP and BPA

Model 1 Model 2

TSH T4 T3 TSH T4 T3

MEHHP Total 0.003 -0.007* -0.003 0.024 -0.015** -0.005

Spring 0.034 -0.014* 0.007 0.048 -0.011 0.019**

Summer -0.007 -0.007 0.005 -0.001 -0.019* -0.002

Autumn 0.015 0.005 -0.000 0.004 -0.007 -0.006

Winter -0.016 -0.011* -0.006 0.062* -0.033** -0.008

Covariate 0.006 -0.006* 0.001 0.028 -0.017** 0.001

BPA Total -0.024** -0.003 -0.002 -0.026** -0.004 -0.002

Spring -0.001 -0.011** 0.003 -0.009 0.006 0.005

Summer -0.026 -0.001 0.003 -0.029 -0.009 -0.000

Autumn -0.021 0.001 0.003 -0.033* -0.002 -0.005

Winter -0.056** 0.008 -0.002 -0.042* -0.005 0.006

Covariate -0.025** -0.001 0.002 -0.026** -0.002 0.002

Model 1: adjusted for age, sex

Model 2: adjusted for age, sex, urinary creatinine

Covariate: season was added as covariate in the model.

*p<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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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환경매체에서의 수준과 거동, 건강영향

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 집단에서의 계절에 따른 화학

물질 노출과 이에 따른 건강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개인 내(intra-personal variation)의 변이를 분석한 것

이 아니라는 한계점이 있다. 화학물질의 인체노출과

관련하여 환경, 식이 및 개인용품 등을 통한 환경노

출이 포함되지 않아 화학물질 노출수준의 계절변이

원인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어렵다는 점 또한 한계

점이나,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을 벗어나며, 다른 주

제로 다루어져야 한다. 또한, 프탈레이트와 BPA는

반감기가 매우 짧은 물질로 샘플링 시간이 중요하나

이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갑상선 호르

몬 또한 일변화 주기가 있으나 이에 대한 결과의 해

석도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

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인구집단을 대표

하는 조사로써, 화학물질의 노출수준이 계절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을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로 확인한 것

이며, 환경노출과 건강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조사된

계절에 따라 분석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한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IV.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구집단을 대상

으로 한 바이오모니터링 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조사

대상 물질의 계절적 분포에 대한 일반화가 용이하다

는 장점이 있다. 분석대상 물질의 노출 수준은 대부

분 계절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식이, 개인위

생용품 및 환경 등 노출원에 따라 계절적 특성을 나

타내었다. 환경측정 뿐 만 아니라 바이오모니터링 결

과를 이용한 위해성평가 또는 단면조사 등 역학조사

의 해석과정에서 계절의 특성이 반영될 필요성이 있

음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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