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분비계 장애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 호르몬은 생체내에서 합성, 분비, 이동, 인식 (호르몬과 그 수용체간의 특이적 인

식), 신호전달, 전사 및, 번역의 변화, 효소 활성화 등의 과정을 통하여 기능 한다.

결국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이러한 각 단계에 작용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을 나타

나게 된다.

∙내분비계 호르몬 작용의 모방

∙내분비계 호르몬 작용의 길항 작용

∙내분비계 호르몬 합성과 대사의 방해

∙호르몬 수용체 합성과 대사의 방해

• 최근의 연구는 환경성 estrogen들이 남성 생식관의 질병, 유방암 및 고환암 등의

인체 질병의 병원체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 내분비계 장애물질

들의 인체에 대한 영향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 유기염소계

- 이들 물질은 저 휘발성, 화학적 안정성, 지용성, 낮은 생체내 변화 및 분해속

도 등의 특성으로 인해 환경내 지속적 잔류와 생체내 축적 및 먹이사슬을 통한 생

물체내 축적량의 확대 등을 일으켜 생명체의 생식기능의 장애를 유발하는 등의 이

유로 대부분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물질은 직․간접적으로 번식력과

생식력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매우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DDT (dichlorodiphenylethanes)류는 신경계에서 영향을 미쳐 주기적이고 지속적

떨림이나 발작성 경련을 일으킨다.

∙Cyclodienes (aldrin, endrin, dieldrin, heptachlor, chlordane, toxaphene)이나

cyclohexane (HCB, HCH, lindane)류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통제불능의 흥분상

태를 일으킨다.

• Chlorophenoxy계

- 제초제로 주로 널리 사용되는 chlorophenoxy계 농약중 대표적인 물질은

2,3,5-chlorophenoxyacetic acid와 2,4-dichlorophenoxyacetic acid이다.

- 이러한 물질들은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게 하며, DNA와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

한다.

• Dithiocarbamate계



- 살균제인 ziram (zinc dimethyldithiocarbamate)와 zineb (zinc ethylenebis

dithiocarbarmate)가 이 계통의 농약에 속하며, 간 독성을 일으킨다.

• 기타

- Pentachlorophenol (PCP): PCP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어 온 목재 보존재와

살충제의 하나로 chlorophenol 중 가장 강한 급성독성을 나타내는 물질이다. PCP는

간과 신장의 손상, 혈액학적 이상 (적혈구 수 감소 등) 생식기능의 장애 등이 있

다.

2. 산업용 화학물질

• Bisphenol A

- Bisphenol A는 polycarbonate 수지를 사용한 통조림의 음식물에서 검출되고, 또

한 치과용 방수제와 복합물로도 사용되고 있다.

- DNA 손상을 유도, 염색체 변이, 내분비계 장애물질임이 알려져 있다. 최근 연

구결과에는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일회용 식기나 음료 캔 등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

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다만 육류, 어류 등과 같은 지용성 성분을 함유한

식품의 캔은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 Phthalate류 : Phthalate ester중 diethylhexylphthalate (DEHP), 야

-n-butylphthalate (DBP)가 가장 대표적인 가소제로 사용되고 있다.

3. 기타

• PCBs : PCBs (Polichlorinated biphenyls)는 지용성으로 유기염소계 살충제보다

환경에 잔류하는 성질이 더 크며 매우 안정한 물질로 어류, 야생동물, 그리고 인체

체액과 조직에서 검출된다. 신경독성을 나타낸다.

• Dioxins : TCDD (2,3,7,8-tetrachlrodibenzo-p-dioxin)는 polychloro phenol의 소

각 부산물로 생성되는 대표적인 dioxin이다. TCDD는 기형발생물질로 알려져 있으

며, 발암물질로 작용하며 체중감소, 간 독성, 효소유도 등의 독성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