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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sure to Bisphenol A and Girls’ Endocrine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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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nal or childhood exposure to chemical carcinogens has been suspected to develop cancers in adults.
Particularly, exposure to bisphenol A (BPA), an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 in early age showed increase
of endocrine-related cancers in adults through animal models. Thus, we performed biomonitoring of BPA
and studied effects of BPA exposure on endocrine disorders in Korean girls. Urine samples were collected
from age matched girls (n=38), who were endocrine disordered patients (n=25, 8.36±1.18 years) or were
healthy controls (n=13, 8.36±1.33 years). Urinary BPA was analyzed with HPLC/FLD. Limit of detection
(LOD) of BPA was 0.4μg/l. As results, ranges of urinary BPA were 0.25∼49.56μg/g creatinine (median,
4.67 μg/g creatinine). Urinary BPA was detected among 71.05% of the subjec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urinary BPA between the patients and the controls (9.41±12.25 vs. 5.44±4.53μg/g creatinine, p=0.65)
or between the controls and sexual precocity- or premature thelarche-patients (p=0.84; p=0.37, respectively).
Thus, our pilot study suggests that girls’ endocrine disorders, e.g. sexual precocity- or premature thelarche,
may be not the end points of BPA exposure. (Cancer Prev Res 15, 106-11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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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계 장애물질은 “체내의 항상성 유지와 발생 과
정을 조절하는 생체 내 호르몬의 합성, 분비, 이동, 대사,
결합, 작용 또는 제거를 교란시키는 외인성 물질”로 정
의되며, 호르몬 유사작용(mimics), 봉쇄작용(blocking), 촉
발작용(trigger) 등의 기전을 통해 생식이상, 기형, 발달장
애, 신경계장애, 면역장애 등의 건강 위해 현상을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극소량
으로도 내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생체호르몬과는 다르게
쉽게 분해되지 않고 안정하여, 환경 및 생체 내에 수년간
잔류하기도 하며, 생물체의 지방조직에 농축되는 특성
이 있다는 점에서 이들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3,4) 특히, 내분비계 장애물질 중
bisphenol A (2,2-bis(4-hydroxypheny)propane, BPA)는 치과용
수지, 식품포장재, 캔, 병마개 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단
량체로써 일상생활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노출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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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으며, 현재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인 내분비계 장애물
질 중 하나이다. BPA의 독성기전으로는 여성 호르몬 수
용체에 작용하여 여성호르몬 활성, 생식계 장애, 면역계
5)
이상, DNA adduct형성에 관련된 것 등을 들 수 있다. 발
암성에 관련하여, BPA 자체는 발암성이 아직 구명되어
있지 않으나, 모체를 통해서 혹은 어린 시절 BPA 노출은
성인이 된 뒤, 전립선암 등 내분비 관련 암의 발현을 높
6)
이는 것으로 최근 동물실험을 통해 보고되었다. 또한,
여성에서 호발하는 갑상선암 등 내분비암의 발병원인으
로써 BPA는 계속 주목되고 있다.
소아는 신체 기관이 완전히 성장하지 않고, 계속 발달ㆍ
분화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독성 물질에 대한 감수성
이 높으며, 성인에 비해 체중대비 체면적 비율이 높아
피부를 통한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높다. 또한, 빠른 성장
속도에서 기인한 많은 영양분 요구로 인하여 더 많은 음
식을 섭취하고 흡수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유래 다양
7)
한 유해물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아기에

연구진이 확립한 분석법 에 근거하여 분석대상물질인
BPA를 내부표준물질인 bisphenol B (BPB, Tokyo Chemical
Industry Company, Tokyo, Japan)와 동시에 정량하고 BPB
면적에 대한 상대면적으로 HPLC/FLD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즉, 소변 시료 1 ml를 취해 유리초자에 넣고, 1
ng/ml 농도의 내부표준물질 BPB 0.1 ml를 첨가하였다. 위
반응액에 효소 가수분해를 위하여 2.0 M sodium acetate
60μl, β-glucuronidase 48 μl (2784 U) (Type H-1, Sigma)를
o
각각 첨가하여 진탕 항온수조에서 반응(37 C, 5시간) 시
켰다. 반응 후, 2 N 염산을 200μl를 가한 후, ethylacetate
5 ml을 첨가하고 교반하여(3,000 rpm, 10분) 상층액을 2
ml 취하는 액-액 추출을 2회 반복하였다. 모아진 상등액
4 ml는 진공 농축하여 60% acetonitrile 300μl에 녹인 후
그 중 상층액 20μl를 HPLC에 주입하였다. 유리형태의
BPA 분석은 β-glucuronidase 대신 동량의 증류수를 가하
여 동일한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각 뇨 시료의 진
9)
하기를 보정하기 위하여 Ogata와 Taguchi법 에 따라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면, 다단계 발암화 과정을 거
쳐 성인이 된 후에 암이 발병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미래를 내다본 효과적 암예방의 대상 인구는 소아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방암, 갑상선암 등 내분비관련 암이
여성에서 잘 유발하는 점을 주목하여, 내분비암 발생 전,
성조숙, 유방미숙발달 등 내분비질환에 대한 소녀에서
BPA의 노출에 대한 환자-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creatinine을 분석하였다.
분석 시스템은 dual Younglin SP930D pumps (Younglin,
Seoul, Korea), MIDAS COOL autosampler (Spark Holland,
Emmen, The Netherlands), Jasco FP-2020 plus Fluorescence
Detector (Jasco, Great Dunmow, UK), XTerra C18 column (5
μm, 4.6×250 mm, Waters, Wexford, Ireland)로 구성되었
다. 기울기 용리법(개시, 물: acetonitrile, 75：25; 45분, 4
5：55; 50분, 75：25; 60분, 75：25)으로 유속조건 1
ml/min, 형광 여기파장 225 nm, 방출파장 305 nm에서 분
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자 및 시료채집

성조숙 등 내분비계 관련 질환으로 인제대학교 상계
백병원 소아 내분비과를 방문한 소아와 서울시 소재 초
등학교 한 곳에서 건강검진에 참여한 소아 중 인터뷰를
통하여 부모와 함께 동의한 희망자를 모집하고, 소변 15
ml을 채집하였다. 시료 채집 전 과정은 상계백병원 및
국립의료원의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를 통과한 프
로토콜에 따라 진행되었다. 유병군은 내분비계 장애 증
상 중 성조숙증을 가지고 있는 소아로, 성조숙증 유무는
여성호르몬 농도로 판정하였다. 뇨 시료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차광한 코니컬 튜브에 채집하여 수집 즉
시 냉동상태를 유지하여 center (숙대 약대 독성학교실)
로 운반, 실험 전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
2. 뇨 중 BPA분석

BPA (CAS# 80-05-7: Sigma, St. Louis, MO, USA)는 본

3. 통계분석

BPA 농도의 정규분포의 정도는 Shapiro-Wilk W Test법
으로 판정하였으며, 비정규분포성에 기인하여 뇨 중
BPA 농도와 내분비계 질환과의 관련 분석은 Wilcoxon
test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통계분석은 JMP
Version 4 (SAS Institue, Cary, NC, USA)를 사용하였으며,
통계적 유의는 p＜0.05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피험자 특성

피험자는 Table 1과 같이 성조숙 등 내분비계 관련질
환으로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아 내분비과를 방문한
소아(n=25, 8.36±1.18 years)와 국립의료원의 건강검진에
참여한 서울 소재 초등학교에 다니는 건강한 초등학생
자원자(n=13, 8.36±1.33 years)로 모두 여아로 구성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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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All
Age (years)
Weight (kg)
Height (cm)
2
BMI (kg/m )

8.36±1.22
29.64±6.60
130.77±8.88
17.12±2.16

Cases

Controls

8.36±1.18
30.68±5.99
132.68±8.42
17.27±1.87

8.36±1.33
27.65±7.49
127.10±8.89
16.84±2.68

p*
0.99
0.18
0.06
0.56

Note: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D.
*ANOVA for normal distributed values between patients and controls.

Fig. 1. Distribution of urinary BPA levels: Upper part of figure
shows an outlier box plot with the square in the box showing
the interquartile range.

Fig. 2. Differences in urinary BPA levels between cases and
controls (p=0.65, by Wilcoxon test).

10)

다. 피험자 중 환자군과 대조군 사이에 신장에서 경계적
차이(statistically borderline difference)를 보였으나 BMI에서
두 군간의 차이가 유의적이지 않으므로 이하 통계분석
에서 신장의 차이를 보정하거나 고려하지 않았다.
2. 뇨 중 BPA의 분포

실험 대상 소아의 뇨에서 BPA를 분석한 결과, 유리형
(free form)은 존재하지 않았고, 포합형태로 존재하였다.
BPA의 LOD (limit of detection)는 0.4μg/l이었으며, 총 38
명의 피험자 중에서 27명의 시료에서 BPA가 검출되었고
(71.05%), 통계 및 환산을 위하여 불검출 시료에 대하여
최소값(2.52μg/l)의 10분의 1값을 적용하였다. 뇨 중 BPA
의 분포는 왼쪽으로 치우치는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Shapiro-Wilk W Test에서 p<0.01 이하로 정규 분포를 따
르지 않았다(Fig. 1). 따라서, 이하 통계분석에서는 비모
수 통계법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불검출 시료를 포함하
여 뇨 중 BPA 농도의 중간값은 4.67μg/g creatinine (0.25
∼ 49.56μg/g creatinine)로 2006년 본 연구진에 의해 수행
된 한국인 대상 BPA 바이오모니터링 결과(n=172, 0.0005

∼243.43 ng/mg creatinine; 중간값, 14.93 ng/mg creatinine)
와 비교해 볼 때, 본 대상인구 집단에서 BPA 노출 수준
11)
은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Wolff 등 의 연
구(n=approximately 1200; age, 6.4∼8.2 years; 중간값, 1.8μg/
12)
g creatinine)와, Calafat 등 의 연구(n=314, 6∼11 years, 중
간값, 4.2μg/g creatinine) 등 국외에서 진행된 BPA 노출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비슷하거나, 다소 높았다.
3. 뇨 중 BPA 농도와 내분비계 장애의 관련성 분석

뇨 중 BPA 농도와 내분비계 장애와의 상관성을 조사
한 결과, 성조숙 등 내분비계 관련 장애를 지닌 어린이의
뇨 중 BPA 농도는 정상어린이의 뇨 중 BPA보다 높은 경
향을 보였으나(Fig. 2),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
다(유병군, 9.41±12.25μg/g creatinine; 정상아동, 5.44±4.53
μg/g creatinine, p=0.65). 또한 성조숙을 가진 어린이를
진성 성조숙증(sexual precocity, n=20)과 가성 성조숙증
(premature thelarche, n=5)으로 구분하여 정상아동(n=13)
과 비교한 경우에도 뇨 중 BPA 농도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진성 성조숙증, 8.58±11.93μg/g creatinine,
p=0.84; 가성 성조숙증, 12.75±14.39μg/g creatinine,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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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본 소변 중 BPA 모니터링 연구결과와 Kim 등의
13)
연구 즉, 성조숙증 환아와 정상 대조군의 혈 중 BPA
농도 비교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n=100; 8∼
11 years, girls, range of BPA, N.D. −124.06 ng/ml)를 함께
감안할 때, 우리나라 어린이, 특히 소녀에서 위 두 가지
내분비장애질환은 BPA의 반응 종말점으로는 보기 어렵
다고 여겨진다.
그 외, 피험자의 연령 혹은 BMI와 뇨 중 BPA 농도간의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유의적인 차이는 발견되지 않
았다(각각 p=0.83, p=0.67). 특히, 소아의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Yamano 등은 BPA 농도가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14)
11)
고 보고하였고, 2003∼2004년 이루어진 Calafat 등 의
바이오모니터링 연구에서도 BPA 농도의 기하학적 평균
값이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높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the European Commission Scientific Committee가 2002년 발
15)
표한 보고 에서는 어른에 비하여 소아의 BPA 노출량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와 같이 연령과 BPA 노출 사
이에 반비례가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아만을 대
상으로 수행하여, 피험자간의 연령 차가 크지 않으므로
(age range, 5.2∼11 years), 피험자군 내에서 연령과 BPA
농도의 상관성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사려된다.

결

론

본 연구진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BPA의 내분비암 감
수성 인구인 소녀에서 내분비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연령을 맞춘(age-matched) 38명의 환자-대
조군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피험자의 뇨 중 BPA
농도의 중간값은 4.67μg/g creatinine (n=38; 2.52∼49.56
μg/g creatinine)이었고, 이는 2005∼2006년에 본 연구진
에 의해 수행된 BPA 노출 모니터링 결과보다 낮은 수준
임을 발견하였다. 피험자의 연령과 BMI는 뇨 중 BPA 농
도와 유의적인 관련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소아의 내
분비계 장애 유무와 뇨 중 BPA 농도와의 비교에서 성조
숙 등 유병군 여아의 뇨 중 BPA 농도가 정상여아의 뇨
중 BPA 농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이
지는 않았다(p=0.65). 성조숙증을 진성(N=20)과 가성
(n=5)으로 구분하여 대조군과 비교 분석한 결과에서도
BPA 노출, 즉, 뇨 중 BPA 농도의 유의적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다.
BPA와 소아 내분비질환에 대한 감수성에 관련된 연구
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본 연구에서 가설로 세운 사춘
기 조숙증 등 반응 종말점은 BPA 이외의 다양한 내분비
계 장애물질로 인한 복합 노출로 인해 발생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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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또한, BPA와 관련된 독성 기전도 더 구명되어야
하기 때문에, BPA가 소아의 내분비계에 미치는 위해성
을 구명하는데는 더 많은 인체 바이오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결론으로 본 pilot 연구에서는 BPA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내분비 장애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향후 내
분비암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소아를 대
상으로 한, BPA 등 내분비 장애물질에 관한 바이오모니
터링 및 위해성 평가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사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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