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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갑상선은 내분비계에 중요한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통해 에너지 대사

및 신경행동 지능발달에 관여한다. 본 연구 주제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는

환경 중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구에게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어 갑상선 호르몬 교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존의 역학연구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연구마다 연관성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PAHs 대사체 각각을 대상으로 갑상선 호르몬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는데

(single chemical model), 대사체 간의 상관성이 높아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었다. 

그리고 PAHs 외에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추가 검

증을 하지 않은 제한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국민건강영향조사(NHANES) 2011-2012년 자료를

이용하여 대규모 일반인구에서 연관성을 검증하였다(n=1,704). 먼저 PAHs 대사

체의 원물질 4개를 single chemical model로 분석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확

인하고, PAHs 원물질의 주성분분석을 통해 PAHs와 갑상선 호르몬의 연관성을 분

석한 뒤, 추가로 PAHs와 상관성은 낮지만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화학물질(BP-3, MEHHP)을 분석 모델에 포함하여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갑상선 호르몬 연관성에 대해 PAHs의 주성분(PC)으로 분석했을 때와 BP-3, 

MEHHP를 추가로 보정하여 민감도 분석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면, 성인여성

(n=635)에서 Total T3가 음의 연관성(β=-0.03수준, p<0.01), 청소년 여성

(n=164)에서도 Total T3가 음의 연관성(β=-0.05수준, p<0.05), 청소년 남성

(n=174)의 Free T4는 양의 연관성(β=0.04수준, p<0.05), TSH는 음의 연관성

(β=-0.12수준, p<0.05)이 보정 전 후 일관성 있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

인 여성의 Total T3의 경우,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함께 보정하였을 때 p-value가

감소(p<0.01)하며 더 강한 유의성을 보였다. PAHs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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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물질을 함께 multiple chemical model 분석 모형에 넣어 보정하여도 유의한 방

향성이 일관성 있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PAHs의 노출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인체 내에서 갑상선 자극호르몬(TSH)과 갑상선 호르몬(T3, T4)은 negative 

feedback 관계에 있는데 이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 남성 집단에서는 PAHs의 노

출이 갑상선자극호르몬(TSH)과 음의 연관성이 있고 Free T4와 양의 연관성이 있

어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성인여성의 Free T4와 Total T3, 청소년

여성의 Total T3의 경우에는 음의 연관성이 있어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 기전과 다

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다른 국가의 대규모 일반인구 집단이나 직업적으로 고

농도의 PAHs 노출이 의심되는 인구집단(도로포장 작업자 등) 혹은 흡연자 등의

인구집단에서 PAHs에 노출되었을 때, TSH와 갑상선 호르몬의 수준이 같이 낮아

지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는 PAHs가 갑상선에 미치는 독성기전의 연구를 위한 근거자료로 사

용되고 향후 PAHs의 생성과 배출에 관한 관리 및 규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갑상선, 갑상선 호르몬, 미국국민건강영향조사, NHANES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AHs,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학  번 : 2016-2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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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갑상선 호르몬 조절의 중요성

  갑상선은 내분비계에 중요한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 분비를 통해 에너지 대사, 

성장 및 신경행동 지능발달에 관여한다. 갑상선 호르몬인 트리요오드티로닌(T3)과

티록신(T4)은 발달 초기에 정상적인 세포 분화와 신경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는 에너지 대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T3와 T4는 운반 단백

질인 TBG(thyroid binding protein)등과 결합한 형태인 Total T3(TT3), Total 

T4(TT4)와 유리형 호르몬인 Free T3(FT3), Free T4(FT4)로 구분된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은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호르몬(TSH)에 의

해 분비가 촉진되고,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감소되면 갑상선 자극호르몬(TSH)의

분비가 촉진되며 갑상선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 

  생성되는 갑상선 호르몬은 대부분 T4이고, T4는 상대적으로 비활성상태로 간 및

다른 조직에서 활성도가 높은 T3로 전환된다. 혈액에는 대부분 TBG등과 결합한

Total T3, Total T4 형태로 존재한다. 유리형 호르몬인 Free T3, Free T4만이 세

포막을 통과하여 갑상선 호르몬으로서의 작용을 나타내고, 결합형과 유리형의 호르

몬 농도는 평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단백질에 결합되어있던

형태에서 유리형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TGB같은 갑상선

호르몬 운반 단백질은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 많아지거나 적어지기도 한다.

  국가암정보센터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갑상선 질환 중 갑상선 암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신규 환자가 증가하여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암 유병률 1위이고, 15-34

세 인구집단에서 발생률도 남녀모두 1위인 질병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여성에게 있

어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2.7%씩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따라서 갑상선

질환의 예방을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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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갑상선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물질(EDCs)이라고

불리는 많은 화학물질들에 의해 교란이 되기도 한다. 미국환경보호청(EPA)에 의하

면 내분비계 교란물질(EDCs)을 항상성의 유지와 발달과정의 조절을 담당하는 체

내의 자연 호르몬의 생산, 방출, 이동, 대사, 결합, 작용, 혹은 배설을 간섭하는 체

외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적 위협'이

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EDCs가 내분비계를 교란하는 기전은 정상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하는 것과 호

르몬의 수용체 결합부위를 막아서 정상 결합을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수용체와

직접 반응함으로써 정상적인 호르몬 작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mode of action 을

나타내는 직접적인 영향과 호르몬의 이동과 배설 등에 관여하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주요 EDCs 물질로는 비스페놀A, 프탈레이트, perchlorate 등이 있으며 실험을

통해 그 독성이 밝혀지고 있다. 비스페놀A의 경우 갑상선 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교

란하고(Gentilcore et al., 2013) 프탈레이트는 DEHP 대사체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Meeker et al., 2007). Perchlorate의 경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

요한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하고(McLanahan et al., 2009) Benzophenone-2은 갑

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요한 갑상선 과산화효소 생성을 교란하는 등(Schmutzler et 

al., 2007) 많은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이 정상적인 갑상선의 작용을 방해한다고 알

려졌다. 

  이러한 내분비계 교란물질은 생물체에서 정상적으로 생성되어 분비되는 물질이

아닌, 인간의 산업활동을 통해 방출된 화학물질이고, 일상 생활에서 쉽게 노출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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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존 역학연구 현황

  PAHs의 노출이 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동물실험 자료도 충분

하지 않지만, 역학연구 또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역학연구는 매우 부족한 수준인데, 

2018년 이란의 청소년 150명을 대상으로 PAHs와 갑상선 호르몬의 연관성을 분

석한 결과 Free T4는 유의하지 않았고, TSH(갑상선자극호르몬)은 양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Kelishadi et al., 2018). 또한 EU에서 벨기에의 14-16세 20명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Free T3, Free T4가 양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De 

Craemer et al., 2016)[표1].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009년 중국의 성인남성 480명을 대상으로 분

석한 결과 Free T3, Free T4, Total T4는 유의하지 않았고, TSH는 양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Zhu et al., 2009). 이후 2016년 미국의 국민건강영향조사(NHAENS)

의 자료를 기반으로 성인 남성 740명, 여성 61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남성은

FreeT4, Total T4 호르몬은 음의 연관성을 나타냈고, 여성은 Total T3에서 양의

연관성을 나타냈다(Jain et al., 2016)[표1].

  기존 역학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먼저 충분하지 않은 연구결과가 있다. 특히 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데, 신체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청소년기의

인구를 대상으로 대규모 인구집단에서 그 연관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연구마다 결과가 일치하지 않아 그 불확실성을 검증할 필

요가 있다[표2]. 

  또한, 기존 연구는 소변에서 검출한 PAHs의 대사체 각각을 대상으로 갑상선 호

르몬과의 연관성을 연구하였다(single chemical model). 하지만 PAHs 대사체는

서로 상관계수가 높아[부록1] 독립변수간 높은 선형관계가 존재하는 다중공선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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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로 회귀분석의 가정에 위배될 우려가 있어 주성분분석(PCA) 등의 방법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를 제거한 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한편,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다른 물질들과의 연관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PAHs

가 아닌 내분비계 교란물질들에 의한 연관성 여부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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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PAHs 노출과 갑상선 호르몬의 연관성 역학연구 결과의 요약

연령 국가 성별 n
갑상선 호르몬 연관성

참고문헌
FT3a TT3b FT4c TT4d TSHe

20 세

미만

이란

남성 69 - ↑
Kelishadi et 

al., 2018여성 81 - ↑

유럽 모두 20 ↑ ↑
De Craemer et 

al., 2016

20 세

이상

중국 남성 480 - - - ↑
Zhu et al.,

2009

미국
남성 740 - - ↓ ↓ - Jain et al.,

2016여성 615 - ↑ - - -

(↑:Positive 연관성  ↓:Negative 연관성  -:유의하지 않음)

a : FT3(free T3),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형태의 T3 호르몬

b : TT3(total T3),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의 T3 호르몬

c : FT4(free T4),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형태의 T4 호르몬

d : TT4(total T4), 단백질과 결합한 형태의 T4 호르몬

e : TSH(thyroid stimulating hormone), 갑상선자극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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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 주제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PAHs)

는 2개 이상의 벤젠고리가 결합된 형태로 탄소 및 수소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다. 

PAHs는 주로 유기물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주로 생성이 되며 공기 및 토양에 광범

위하게 분포되어있다[표2].



7

표2. 국내 대기환경과 지하상가의 PAHs 농도(ng/㎥)

구분

대기환경

서울시 지하상가

서울 대전

Phenanthrene 2.04 1.09 -

Fluoranthene 7.72 2.78 72.3

Chrysene 2.16 0.88 -

Benzo[a]pyrene 1.84 0.55 0.54

Indeno[1,2,3-cd]pyrene 2.04 - -

Anthracene 0.41 0.82 16.8

Pyrene 2.48 1.00 -

Benzo[a]anthracene 1.54 0.89 -

Benzo[e]pyrene 1.90 1.56 -

Benzo[k]fluoranthene 0.54 0.34 0.29

(출처 : 박성은, 1992, 전준민,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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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구에게 노출될 수 있는 PAHs는 과거 굴뚝청소부의 음낭암

의 원인으로 밝혀진 이후 발암성과 유전독성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 왔다. 100여

종의 PAHs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그 중 benzo[a]pyrene 등 50여종은 독성이 있

다고 밝혀졌으나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는 아직 많지 않다

  동물실험에서 어류(Lisa abu)에 PAHs의 물질 중 하나인 Benzo[a]pyrene을 1,

2, 4, 7, 14일 동안 각각 2, 10, 25mg/kg 노출시켰을 때, 4일차까지 T3, T4 수준이

감소하고 TSH 수준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Abdolali et al., 2018). 그 기전

으로는 PAHs가 갑상선 수용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거나, 갑상선의 발달 및 기

능과 관계된 유전자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동물실험을 통해 PAHs의 노출이 갑상선 호르몬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인체 내에서 정확히 어떤 기전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갑상선 호르몬의 재료가 되는 요오드의 흡수, 합성에 필요한

thyroglobulin, thyroid peroxidase와 같은 효소의 작용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

각되어 관련된 역학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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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미국국민건강영향조사(NHANES) 2011-2012 data를 활용하였다. NHANES는

미국의 성인 및 아동의 건강 및 영양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연구 프로그램

으로 인터뷰와 신체검사를 결합하여 진행한다. 1960년대 초에 시작되어 다양한 인

구 집단이나 건강 문제에 초점을 맞춘 일련의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가 1999년부

터 다양한 건강 및 영양 측정에 초점을 맞춘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되었다. 

NHANES는 매년 미국 전역에 있는 약 5천 명의 전국 대표 샘플을 조사하고 현재

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반인구의 노출에 대한 역학연구에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가장 최근 갑상선 호르몬 인자의 분석이 완료된 NHANES 2011-2012

년의 인구집단을 활용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NHANES 2011-2012년 데이터 중 PAHs와 갑상선 호르몬 분석이 완료된 인구

집단 1,887명 가운데 임신중인 사람과 갑상선 질환자 132명, 인구학적/분석 자료

가 부족한 사람 51명을 제외하고 총 1,704명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인구집단을 연령, 성별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연

령은 20세 미만의 청소년과 20세 이상의 성인집단으로 성별 또한 청소년과 성인을

성별로 각각 구분하였다[그림1]. 

  갑상선 호르몬은 발달시기에 성장 및 신경행동 등에 관여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

구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은 청소년 시기에 골조직

의 발달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

서 골 형성 장애 및 성장 지연이 보이고 이러한 골 표현형이 갑상선 호르몬 치료

이후 호전되는 것이 임상으로 확인되었다(Rivkees SA et al., 1988).

  갑상선 호르몬은 남, 여 모두에게 중요하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유병률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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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암정보센터에 의하면 국내에서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2.7%씩 발생율

이 증가했으며, 또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호르몬 결합 단백질의 양

을 증가시켜 전체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여성인구집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Derwahl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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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연구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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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PAHs에 노출된 정도가 일반인구의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기 위해

소변에서 검출된 PAHs 대사체 10종의 원물질 및 주성분분석을 통해 생성된 독립

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는 다른 변수

들의 영향력을 상쇄하고 PAHs에 노출된 정도에 따른 영향만 보기 위해 보정변수

를 포함하여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그림2]와 같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보정하였다. 미국의 일

반인구 집단에서 갑상선 호르몬 항상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변 중 화학물질로

보고된 benzophenone-3(BP-3)와 DEHP 대사체인 MEHHP를(Kim et al., 2017) 

이 연구에서 유의한 연관성이 발견된 PAHs 주성분(principal component)과 함께

분석모형에 넣어 PAHs의 영향력이 변화하는지 multiple chemical model로 검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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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연구 모형



14

  2.2.1. 종속변수

  본 연구에서는 NHANES 2011-2012 dataset을 사용하여 일반인구의 갑상선 호

르몬 농도 영향을 보기 위해 혈청에서 분석된 갑상선 호르몬 free T3(FT3), free 

T4(FT4), Total T3(TT3), Total T4(TT4), TSH를 종속변수로 정의하였다, 

  2.2.2 독립변수

  PAHs에 노출된 정도를 보기 위해 소변에서 검출된 PAHs 대사체 10종인 1-

hydroxynaphthalene, 2-hydroxynaphthalene, 3-hydroxyfluorene, 2-

hydroxyfluorene, 3-hydroxyphenanthrene, 1-hydroxyphenanthrene, 2-

hydroxyphenanthrene, 1-hydroxypyrene, 9-hydroxyfluorene, 4-

phenanthrene을 사용하였다. PAHs 대사체의 parent별로 몰 농도를 합산하여

naphthalene, fluorene, phenanthrene, pyrene 4개를 각각 single chemical  

model의 독립변수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PAHs 대사체와 원물질은 상관계수가 높

고 서로 독립적이지 않아 직접 독립변수로 사용하면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어 결

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추가로 원물질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고 생성된 주성분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multiple 

chemical model로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2.2.3. 보정변수

  PAHs의 노출이 갑상선 호르몬에 미치는 영향만을 보기 위해 보정변수를 정의하

였다. 먼저 NHANES에 참가한 인구들의 기본 인구학적 정보를 통해 성별, 연령, 

인종을 보정하였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와 측정값으로 BMI를 보정하고, PAHs는

유기물의 불완전연소에 의해 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흡연 여부를 보정하였다. 흡연

여부는 혈청의 cotinine 분석값을 사용하여 보정하였다. PAHs 대사체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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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호르몬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때문에 PAHs 대사체와 함께 소변에서 분석

된 creatinine도 함께 보정하였다.

  기존의 갑상선 호르몬과 관련된 역학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sex, age, race, 

BMI, creatinine, cotinine 을 보정하여 분석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갑상

선 호르몬의 생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추가로 보정하였다.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섭취를 통해 흡수된 혈청의 무기 요오드가

여포강 내에서 농축되고 thyroid peroxidase와 과산화수소에 의해 산화되어 I2가

된다. 이후 thyroglobulin의 티로신 잔기에 결합하여 monoiodotyrosine(MIT) 혹

은 diiodotyrosine(DIT)이 생성된다. MIT와 DIT가 결합하면 T3, DIT와 DIT가

결합하면 T4 호르몬으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생성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보정하기 위해 원재료가 되는 요

오드를 소변에서 측정한 값으로 보정하고, thyroglobulin과 thyroid peroxidase를

보정하기 위해 자가면역항체인 thyroglobulin 항체와 thyroid peroxidase 항체를

혈청에서 측정한 값으로 보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AHs의 노출이 일반인구의 성별, 연령별로 갑상선 호르몬에 영

향을 준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NHANES data는 인종, 성, 연령을 구분하여 샘플링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율이 작은 인구집단의 경우 비율대로 샘플링을 하게 되면 너

무 적은 수의 샘플로 인해 대표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샘플링을 비율보다 많

이 하고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어 통계분석을 실시할 때 이러한

가중치를 고려한 분석을 하였다. 또한 시간, 경제적인 이유로 전국의 지역에서 동일

하게 샘플링을 하지 않고 특정지역 집단에서 샘플링을 실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

역집단의 변수도 고려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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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ANES의 laboratory data는 자연로그로 변환하여 자료 처리를 하였다. 

  먼저 독립변수인 PAHs의 대사체간 상관성을 보기 위해 변수들의 정규성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 변수들이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 Spearman’s 상관분석을 실

시하였다[부록1]. 

  그 후 PAHs 대사체를 원물질 기준으로 몰 농도를 합산하여 갑상선 호르몬 농도

와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회귀분석은 다음과 같은 모수로 각각 실시하였다. 

1) 전체인구집단 (N=1,704)

2) 20세 이상의 성인 집단 (N=1,366)

3) 20세 미만의 청소년 집단 (N=338)

4)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 집단 (N=731)

5) 20세 이상의 성인 여성 집단 (N=635)

6) 20세 미만의 청소년 남성 집단 (N=174)

7) 20세 미만의 청소년 여성 집단 (N=164)

  또한 보정변수는 영향을 각각 보기 위해 아래와 같은 4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1) 기본보정변수(sex, age, race, BMI, urine creatinine, serum cotinine)

2)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3) 기본보정변수 +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체

4)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체

그리고 PAHs 물질들간의 높은 상관성으로 인해 연관성 분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성분분석을 하였다. 주성분분석은 PAHs

원물질 4개(naphthalene, fluorene, phenanthrene, pyrene)를 선형 변환시켰다. 

주성분 변수 선택은 가장 기본적인 scree plot 방법을 사용하여 2개로 하였고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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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하였을 때 설명력은 92.7% 수준이었다[표3]. 주성분분석을 통해 얻은 변수인

PC1, PC2와 갑상선 호르몬 농도와의 연관성을 추가로 분석하였다.

  PC1=(0.444XNAP) + (0.527XFLU) + (0.523XPHE) + (0.501XPYR)

  PC2=(0.875XNAP) + (-0.087XFLU) + (-0.306XPHE) + (-0.364XPYR)

  마지막으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을 추가로 보정하여

PAHs에 의한 영향만을 확인하였다.

Kim(2017)의 연구 모델은 single chemical model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개별 화학물질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영향을 주는 물질들을

multiple chemical model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서론에서 언급했던 bisphenol A, 

benzophenone-3, triclosan, parabens, DEHP 대사체중에 benzophenone-3와

DEHP 대사체(MEHHP)가 갑상선 호르몬과 연관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p=0.05, 

0.1). DEHP 대사체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높아 가장 반감기가 길고 풍부한

MEHHP(mono(2-ethyl-5-hydroxyhexyl) phthalate)를 선택하였다. 

Kim(2017)의 연구 결과를 이번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 NHANES 2011-2012 

data로 PAHs를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 single chemical model에서 PAHs의 주성

분(PC1)이 TSH와 음의 연관성(β=-0.022, p<0.06)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multiple chemical model로 유의한 물질들을 보정한 후에도 음의 연관성(β=-

0.019, p<0.09)이 유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Kim(2017)의 연구결과에서 갑상

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확인된 Benzophenone-3과 MEHHP를 보정하여

PAHs에 의한 영향만을 분석하였다 .

  통계 패키지는 SAS 9.4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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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PAHs 원물질의 주성분분석 결과

- 주성분 고유값(eigenvalue) 및 설명력

Eigenvalue Proportion Cumulative

1 3.245 0.811 0.811

2 0.463 0.116 0.927

3 0.206 0.052 0.979

4 0.085 0.021 1.000

- 주성분 분석결과 고유벡터(eigenvectors)값

주성분 1 주성분 2 주성분 3 주성분 4

Naphthalene 0.444 0.875 0.150 0.119

Fluorene 0.527 -0.087 -0.525 -0.662

Phenanthrene 0.523 -0.306 -0.334 0.722

Pyrene 0.501 -0.364 0.768 -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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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3.1. 개별 PAHs 원물질 노출과 갑상선 호르몬

  PAHs 원물질 naphthalene, fluorene, pyrene, phenanthrene 각각을 갑상선 호

르몬 5종과 single chemical model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Naphthalene의 경우, 전체인구 집단과 성인 집단에서 free T3 호르몬과 양의 연

관성을 보였으며 보정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또한 청소년 남성 집단에서는 total 

T4 호르몬과 양의 연관성을 보였는데, 인구학적/건강요인과 요오드를 보정했을 때

는 유의하지 않았다가 자가면역항체인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

체를 보정했을 때 연관성이 보였다[표4].

  한편 Pyrene의 경우에는 청소년 남성의 집단에서만 TSH 호르몬과 음의 연관성

을 보였는데, thyroglobulin 항체와 thyroid peroxidase 항체를 보정한 경우에는

유의성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표4]. 

  이와 같이 갑상선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보정할 경우에 유의성이 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갑상선 호르몬 연관성에 대한 역학연구를 수행할 때

이러한 요인을 보정하는 것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Fluorene의 경우, 전체인구와 청소년 남성 집단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

와 음의 연관성을 보이고, 성인 여성 집단에서는 free T4 호르몬과 강한 음의 연관

성을 확인하였다[표4].

  Phenanthrene의 경우에는 성인 여성의 집단에서 free T4 호르몬과 음의 연관성

을 보였으며, 보정 model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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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소변 중 PAHs 원물질 농도와 갑상선 호르몬 농도의 연관성 분석(single chemical model)

model1 model2 model3 model4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NAP 전체인구(n=1704)

ln-Free T3(pg/mL)
0.005*

(0.000, 0.010)
0.036

0.006*

(0.000, 0.010)
0.027

0.006*

(0.000, 0.011)
0.035

0.006*

(0.001, 0.011)
0.027

성인(n=1366)

ln-Free T3(pg/mL)
0.006*

(0.001, 0.010)
0.013

0.006**

(0.001, 0.010)
0.008

0.006*

(0.002, 0.010)
0.011

0.007**

(0.002, 0.011)
0.006

청소년 남성(n=174)

ln-Total T4(ug/dL)
0.039

(-0.000, 0.079)
0.050

0.039
(-0.000, 0.079)

0.056
0.038*

(0.003, 0.073)
0.035

0.038*

(0.002, 0.074)
0.039

FLU 전체인구(n=1704)

ln-TSH (uIU/mL)
-0.045*

(-0.081, -0.009)
0.017

-0.048*

(-0.083, -0.013)
0.011

-0.040*

(-0.077, -0.003)
0.034

-0.043*

(-0.080, -0.007)
0.021

성인 여성(n=635)

ln-Free T4(ng/dL)
-0.025**

(-0.041, -0.010)
0.003

-0.025**

(-0.041, -0.009)
0.004

-0.025**

(-0.041, -0.009)
0.004

-0.025**

(-0.042, -0.008)
0.006

청소년 남성(n=174)

ln- TSH (uIU/mL)
-0.127*

(-0.250, -0.005)
0.043

-0.131
*

(-0.006, -0.113)
0.041

-0.113
(-0.233, 0.008)

0.065
-0.116*

(-0.231, -0.001)
0.048

PYR 청소년 남성(n=174)

ln-TSH(uIU/mL)
-0.166*

(-0.302, -0.030)
0.019

-0.164*

(-0.293, -0.034)
0.016

-0.123
(-0.277, 0.032)

0.112
-0.119

(-0.254, 0.016)
0.079

PHE 성인 여성(n=635)

ln-Free T4(ng/dL)
-0.025*

(-0.043, -0.006)
0.011

-0.025*

(-0.043, -0.006)
0.011

-0.025*

(-0.043, -0.005)
0.015

-0.025*

(-0.044, -0.005)
0.015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5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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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P : Naphthalene, FLU : Fluorene, PYR : Pyrene, PHE : Phenanthrene

model1 : 기본보정변수(sex, age, race, BMI, creatinine, cotinine)

model2 :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model3 : 기본보정변수 +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체

model4 :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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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성분 분석

  앞선 분석에서 PAHs 원물질 각각을 single chemical model로 갑상선 호르몬과

의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PAHs 원물질 또한 대사체와 마찬가지로 서로 완

전히 독립적이지 않아서 원물질을 함께 모형에 넣어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통해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

하고 변수의 차원을 축소하였다. 

  PAHs의 주성분(PC1, PC2)과 갑상선 호르몬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PAHs 

원물질을 각각 single chemical model로 분석했을 때와 비교하여 전체인구의 TSH, 

성인여성의 Free T4, 청소년 남성의 TSH가 여전히 유의한 결과를 보였고, 전체인

구의 Free T3, 성인 전체의 Free T3, 청소년 남성의 Total T4는 유의성이 사라진

반면, 성인 여성과 청소년 여성의 집단의 Total T3와 청소년 남성의 Free T4가

유의함을 확인하였다[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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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소변 중 PAHs 주성분과 갑상선 호르몬의 연관성 분석결과

model1 model2 model3 model4

β

(95% CI)

p-

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

value

전체인구(n=1704)

ln-TSH (uIU/mL)
-0.022

(-0.044, 0.001)
0.060

-0.023*

(-0.046, 0.000)
0.049

-0.017
(-0.041, 0.006)

0.142
-0.019

(-0.043, 0.005)
0.116

성인 여성(n=635)

ln-Free T4(ng/dL)
-0.011 

(-0.023, 0.000)
0.051

-0.011 
(-0.023, 0.000)

0.052
-0.011*

(-0.023, 0.000)
0.048

-0.011*

(-0.023, 0.000)
0.049

ln-Total T3(ng/dL)
-0.023*

(-0.043, -0.004)
0.023

-0.023*

(-0.043, -0.002)
0.030

-0.023*

(-0.043, -0.003)
0.027

-0.022*

(-0.043, -0.002)
0.034

청소년 남성(n=174)

ln-Free T4(ng/dL)
0.037

(-0.001, 0.076)
0.056

0.037*

(0.002, 0.073)
0.038

0.037
(-0.001, 0.075)

0.055
0.037*

(0.003, 0.071)
0.035

ln- TSH (uIU/mL)
-0.117*

(-0.224, -0.009)
0.035

-0.118*

(-0.225, -0.011)
0.032

-0.100
(-0.209, 0.010)

0.073
-0.100

(-0.203, 0.003)
0.057

청소년 여성(n=164)

ln-Total T3(ng/dL)
-0.056*

(-0.107, -0.005)
0.032

-0.0453
(-0.095, 0.005)

0.076
-0.062*

(-0.110, -0.013)
0.016

-0.052*

(-0.101, -0.002)
0.041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5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1

model1 : 기본보정변수(sex, age, race, BMI, creatinine, cotinine)

model2 :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model3 : 기본보정변수 +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체

model4 :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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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민감도 분석

  지금까지는 PAHs 원물질 각각 및 PAHs 주성분(principal component)과 갑상

선 호르몬의 연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PAHs는 유기물의 불완전한 연소에 의해

주로 발생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알려진 물질들과는 노출원

이 다르고 상관계수도 낮다[부록2].

  하지만 다양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있는 일반인구의 특성상 갑상선 호르몬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추가로 보정하여, PAHs와 갑상선 호르몬의

연관성에 대해 검증해보았다. 추가로 보정을 한 물질은 기준 문헌을 참고하여

benzophenone-3와 DEHP 대사체인 MEHHP을 선택하였다(Kim et al., 2017). 

  분석결과 전체인구집단의 TSH, 성인여성의 Free T4는 유의성이 사라졌지만, 그

외 성인여성의 Total T3, 청소년 남성의 Free T4, TSH, 청소년 여성의 Total T3

는 여전히 일관성 있게 유의함을 확인하였다[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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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 알려진 소변 중 갑상선 호르몬 교란물질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민감도 분석)

model1 model2 model3 model4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성인 여성(n=635)

ln-Total T3(ng/dL) PAH(PC2) -0.027**

(-0.046, -0.008)
0.008

-0.027**

(-0.046, -0.007)
0.010

-0.027**

(-0.046, -0.008)
0.009

-0.027*

(-0.046, -0.007)
0.012

BP3 -0.006
(-0.014, 0.003)

0.163
-0.006

(-0.014, 0.003)
0.175

-0.006
(-0.014, 0.003)

0.178
-0.006

(-0.014, 0.003)
0.192

MEHHP -0.025
(-0.051, 0.000)

0.051
-0.025

(-0.050, 0.000)
0.053

-0.025
(-0.051, 0.000)

0.049
-0.025

(-0.050, 0.000)
0.051

청소년 남성(n=174) s

ln-Free T4(ng/dL) PAH(PC2) 0.035
(-0.004, 0.074) 0.072

0.036
(0.000, 0.073) 0.051

0.035
(-0.003, 0.073) 0.071

0.036*

(0.000, 0.071) 0.049

BP3 -0.007
(-0.024, 0.010) 0.399

-0.004
(-0.021, 0.012) 0.582

-0.008
(-0.025, 0.009) 0.350

-0.005
(-0.022, 0.012) 0.532

MEHHP 0.004
(-0.038, 0.045) 0.854

0.003
(-0.040, 0.046) 0.891

0.005
(-0.038, 0.048) 0.805

0.004
(-0.039, 0.048) 0.838

ln- TSH (uIU/mL) PAH(PC1) -0.136*

(-0.254, -0.018)
0.027

-0.135*

(-0.254, -0.016)
0.028

-0.119*

(-0.230, -0.008)
0.038

-0.117*

(-0.223, -0.012)
0.031

BP3 0.029
(-0.059, 0.117)

0.495
0.022

(-0.064, 0.109)
0.594

0.039
(-0.047, 0.126)

0.352
0.033

(-0.052, 0.118)
0.425

MEHHP 0.057
(-0.037, 0.151)

0.218
0.059

(-0.040, 0.158)
0.225

0.040
(-0.040, 0.120)

0.309
0.042

(-0.041, 0.124)
0.302

청소년 여성(n=164)

ln-Total T3(ng/dL) PAH(PC2) -0.052
(-0.105, 0.000) 0.051

-0.047
(-0.096, 0.002) 0.061

-0.055*
(-0.105, -0.004) 0.035

-0.050*
(-0.098, -0.002) 0.044

BP3 0.011
(-0.001, 0.023) 0.065

0.009
(-0.003, 0.022) 0.123

0.008
(-0.004, 0.019) 0.171

0.007
(-0.005, 0.018) 0.246

MEHHP 0.013
(-0.034, 0.060) 0.564

0.000
(-0.046, 0.046) 0.998

0.019
(-0.021, 0.059) 0.320

0.008
(-0.035, 0.05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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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5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1

model1 : 기본보정변수(sex, age, race, BMI, creatinine, cotinine)

model2 :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model3 : 기본보정변수 +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체

model4 :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 thyroglobulin 항체, thyroid peroxidase 항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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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를 통하여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노출과 일반인구의 갑상선 호르

몬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PAHs와 갑상선 호르몬의 연관성에 대한 역학연구

가 충분하지 않고 특히 20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수

준이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PAHs 대사체 각각의 single chemical model 분

석으로 대사체간 높은 상관성에 의한 다중공선성 발생 우려가 있고, PAHs 외에 다

른 물질에 의한 갑상선 호르몬 영향성에 대한 추가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갑상선 호르몬 연관성에 대해 PAHs의 주성분(PC)으로 분석했을 때와 BP-3, 

MEHHP를 추가로 보정하여 민감도 분석했을 때의 결과를 비교하면, 성인여성

(n=635)에서 Total T3가 음의 연관성(β=-0.03수준, p<0.01), 청소년 여성

(n=164)에서도 Total T3가 음의 연관성(β=-0.05수준, p<0.05), 청소년 남성

(n=174)의 Free T4는 양의 연관성(β=0.04수준, p<0.05), TSH는 음의 연관성

(β=-0.12수준, p<0.05)이 보정 전 후 일관성 있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

인 여성의 Total T3의 경우, 내분비계 교란물질을 함께 보정하였을 때 p-value가

감소(p<0.01)하며 더 강한 유의성을 보였다. PAHs와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

는 물질을 함께 multiple chemical model 분석 모형에 넣어 보정하여도 유의한 방

향성이 일관성 있게 보이는 것으로 보아, PAHs의 노출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20세 미만 청소년 남성 인구집단에서 TSH는 음의 연관성, Free 

T4는 양의 연관성을 보였고, 청소년 여성 인구집단에서 Total T3가 음의 연관성을

보여 기존의 역학 연구와 다른 결과가 확인되었다[표7]. 이는 기존에 보고된 20세

미만 청소년의 연구 결과와는 약간 다른 것이다. Kelishadi의 연구에서 PAHs의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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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과 Free T4 호르몬의 연관성은 유의하지 않았고 갑상선 자극 호르몬(TSH)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Kelishadi et al., 2018). 또한 De Craemer의 연구에서는

PAHs의 노출이 Free T3, Free T4와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De Craemer et al.,

2016). 기존 연구와 차이가 있는 원인으로는 먼저 샘플 사이즈가 두 배 이상 증가

됨에 따라 통계적으로 기존 연구보다 유의한 결과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청

소년의 경우에 성인보다 갑상선 호르몬의 인체 내 작용이 활발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발달단계에서는 화학물질과 같은 외부 작용에 의한 것보다 생물학적인 작

용이 원인으로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상선 호르몬은 청

소년 시기에 골 조직의 발달에도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알려졌는데 선천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에서 골 형성 장애 및 성장 지연이 보이고 이러한 골 표현형이 갑

상선 호르몬 치료 이후 호전되는 것이 임상으로 확인되었다(Rivkees SA et al.,

1988).

  이 연구에서는 20세 이상 성인 여성 인구집단에서만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Free 

T4와 Total T3 에서 음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는 약간 다른

것이다. Zhu의 연구에서는 PAHs의 노출과 Free T3, Free T4, Total T4는 연관성

이 유의하지 않았으나 TSH는 양의 연관성을 보였다(Zhu et al., 2009). 또한, Jain

의 연구에서 남성은 Total T3만 양의 연관성을 보였고 여성은 Free T4, Total T4

가 음의 연관성을 보였다(Jain et al., 2016). 성인 여성의 경우 갑상선 암의 발생이

남성에 비해 3배정도 높게 발생되며 갑상선 질환이 여성 관련 호르몬과 관계가 많

다고 생각된다(Lim et al., 2017). 또한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갑상선 호르몬

결합 단백질의 양을 증가시켜 전체 갑상선 호르몬 항상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성

인 여성 집단에서 Free T4, Total T3 호르몬이 PAHs의 노출과 음의 연관성이 있

는 것은 이러한 특성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Derwahl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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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내에서 갑상선 자극호르몬(TSH)과 갑상선 호르몬(T3, T4)은 negative 

feedback 관계에 있는데 이 연구결과를 보면 청소년 남성 집단에서는 PAHs의 노

출이 갑상선자극호르몬(TSH)과 음의 연관성이 있고 Free T4와 양의 연관성이 있

어 이러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성인여성의 Free T4와 Total T3, 청소년

여성의 Total T3의 경우에는 음의 연관성이 있어 갑상선 호르몬의 정상 기전과 상

이하였다. 성인 여성, 청소년 여성의 인구집단에서 PAHs에 따른 TSH의 음의 연관

성이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인구집단별 분석결과의 전체적인 TSH와 PAHs의

연관성이 음의 방향성임을 고려하면, 이후 다른 국가의 대규모 일반인구 집단이나

직업적으로 고농도의 PAHs 노출이 의심되는 인구집단(도로포장 작업자 등) 혹은

흡연자 등의 인구집단에서 PAHs에 노출되었을 때, TSH와 갑상선 호르몬의 수준

이 같이 낮아지는지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미국국민건강영향조사(NHANES) 데이터의 특성상 특정

시점의 연관성을 분석한 cross-sectional study를 생각해볼 수 있다. PAHs에 대

한 노출의 규모나 출처는 모두 고려하지 않았고, 노출시기 또한 고려하지 않았다. 

만약 cohort 연구와 같이 지속적으로 PAHs에 노출된 인구의 소변에서 PAHs 대

사체를 추적 관찰 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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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소변 중 PAHs 주성분과 알려진 갑상선 호르몬 교란물질을 포함한 다중회귀

    분석 결과 비교

Multiple chemical model 1e Multiple chemical model 2f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전체인구(n=1704)

ln-TSH(uIU/mL)

model2
-0.023*

(-0.046, 0.000)
0.049

-0.021
(-0.044, 0.002)

0.067

성인여성(n=635)

ln-Free T4(ng/dL)

model3
-0.011*

(-0.023, 0.000)
0.048

-0.011
(-0.023, 0.002)

0.086

model4
-0.011*

(-0.023, 0.000)
0.049

-0.011
(-0.023, 0.002)

0.087

ln-Total T3(ng/dL)

model1a -0.023*

(-0.043, -0.004)
0.023

-0.027**

(-0.046, -0.008)
0.008

model2b -0.023*

(-0.043, -0.002)
0.030

-0.027
**

(-0.046, -0.007)
0.010

model3c -0.023*

(-0.043, -0.003)
0.027

-0.027
**

(-0.046, -0.008)
0.009

model4d -0.023*

(-0.043, -0.002)
0.034

-0.027*

(-0.046, -0.007)
0.012

청소년 남성(n=174)

ln-Free T4(ng/dL)

model2
0.037*

(0.002, 0.073)
0.038

0.036
(0.000, 0.073)

0.051

model4
0.037*

(0.003, 0.071)
0.035 

0.036*

(0.000, 0.071)
0.049

ln-TSH(pg/mL)

model1
-0.117*

(-0.224, -0.009)
0.035 

-0.136*

(-0.254, -0.018)
0.027

model2
-0.118*

(-0.225, -0.011)
0.032

-0.135*

(-0.254, -0.016)
0.028

model3
-0.100

(-0.209, 0.010)
0.073

-0.119*

(-0.230, -0.008)
0.038

model4
-0.100

(-0.203, 0.003)
0.057

-0.117*

(-0.223, -0.012)
0.031

청소년 여성(n=164)

ln-Total T3(ng/dL)

model1
-0.056*

(-0.107, -0.005)
0.032

-0.052
(-0.105, 0.000)

0.051

model3
-0.062

*

(-0.110, -0.013)
0.016

-0.055
*

(-0.105, -0.004)
0.035

model4
-0.052*

(-0.101, -0.002)
0.041

-0.050*

(-0.098, -0.002)
0.044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5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1

a: model1 기본보정변수(sex, age, race, BMI, creatinine, cotinine)

b: model2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c: model3 기본보정변수 + thyroglobulin항체, thyroid peroxidase항체

d: model4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 thyroglobulin항체, thyroid peroxidase항체

e: 회귀분석 모델의 독립(설명)변수 : PAHs 주성분(PC1, PC2)

f : 회귀분석 모델의 독립(설명)변수 : PAHs 주성분+ BP-3, MEH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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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갑상선은 내분비계에 중요한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를 통해 에너지 대사, 

성장 및 신경행동 지능발달에 관여한다. 이러한 갑상선 호르몬은 내분비계 교란물

질(EDCs)이라고 불리는 많은 화학물질에 의해 교란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 주제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의 경우 공기 및 토양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있어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구에게 노출될 수 있는 특성이 있고, 최근 갑상

선 호르몬 교란 영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으나 아직 많지 않은 수준이다.

  미국국민건강영향조사(NHANES) 2011-2012 자료를 활용하여 PAHs의 노출과

갑상선 호르몬의 연관성을 보기 위해 PAHs 원물질 각각과 주성분분석을 통해 분

석을 실시하고,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BP-3, MEHHP)

을 추가로 분석 모형에 넣고 multiple chemical model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

인 여성과 청소년 여성 집단의 Total T3에서 음의 연관성, 청소년 남성의 Free 

T4에서 양의 연관성, TSH에서 음의 연관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아직은 부족한 PAHs의 노출에 따른 갑상선 호르몬 영향에 대해

연령별, 성별 대규모 인구집단으로 검증하여 PAHs 독성기전의 연구를 위한 근거자

료로 사용되고, 향후 PAHs의 생성과 배출에 관한 관리 및 규제에 필요한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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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부록1. PAHs 대사체 10종 간의 Spearman's correlation 결과

1-hydroxy

naphthalene

2-hydroxy

naphthalene

3-hydroxy

fluorene

2-hydroxy

fluorene

3-hydroxy

phenanthrene

1-hydroxy

phenanthrene

2-hydroxy

phenanthrene

1-hydroxy

pyrene

9-hydroxy

fluorene

4-phenan

threne

1-hydroxy

naphthalene

1 0.54763 0.68605 0.67095 0.61305 0.55117 0.55948 0.52657 0.59681 0.534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2-hydroxy

naphthalene

0.54763 1 0.66796 0.70249 0.63908 0.58663 0.62318 0.62387 0.60749 0.59566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3-hydroxy

fluorene

0.68605 0.66796 1 0.95336 0.85829 0.7336 0.78447 0.76572 0.7468 0.69678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2-hydroxy

fluorene

0.67095 0.70249 0.95336 1 0.87608 0.78844 0.85131 0.78381 0.80466 0.753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3-hydroxy

phenanthrene

0.61305 0.63908 0.85829 0.87608 1 0.87678 0.93094 0.83291 0.84868 0.83484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hydroxy

phenanthrene

0.55117 0.58663 0.7336 0.78844 0.87678 1 0.88613 0.81386 0.82744 0.83523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2-hydroxy

phenanthrene

0.55948 0.62318 0.78447 0.85131 0.93094 0.88613 1 0.79905 0.85546 0.8607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1-hydroxy

pyrene

0.52657 0.62387 0.76572 0.78381 0.83291 0.81386 0.79905 1 0.71777 0.7395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9-hydroxy

fluorene

0.59681 0.60749 0.7468 0.80466 0.84868 0.82744 0.85546 0.71777 1 0.82132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4-phenan

threne

0.53401 0.59566 0.69678 0.7533 0.83484 0.83523 0.86071 0.73951 0.82132 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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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PAHs 원물질 4종과 EDC 물질의 Spearman's correlation 결과

naphthalene fluorene pyrene phenanthrene BP3 MEHHP

naphthalene
1 0.71747 0.62245 0.65125 0.09027 0.38013

<.0001 <.0001 <.0001 0.0002 <.0001

fluorene
0.71747 1 0.79065 0.90177 0.07883 0.4575

<.0001 <.0001 <.0001 0.0011 <.0001

pyrene
0.62245 0.79065 1 0.8387 0.17817 0.5008

<.0001 <.0001 <.0001 <.0001 <.0001

phenanthrene
0.65125 0.90177 0.8387 1 0.1649 0.5324

<.0001 <.0001 <.0001 <.0001 <.0001

BP3
0.09027 0.07883 0.17817 0.1649 1 0.20422

0.0002 0.0011 <.0001 <.0001 <.0001

MEHHP
0.38013 0.4575 0.5008 0.5324 0.20422 1

<.0001 <.0001 <.0001 <.000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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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소변 중 갑상선 호르몬 교란물질 5종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Multiple chemical model 1e Multiple chemical model 2f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전체인구(n=1704)

ln-TSH(uIU/mL)

model2
-0.023*

(-0.046, 0.000)
0.049

-0.021
(-0.044, 0.003)

0.077

성인여성(n=635)

ln-Free T4(ng/dL)

model3
-0.011*

(-0.023, 0.000)
0.048

-0.010
(-0.023, 0.003)

0.139

model4
-0.011*

(-0.023, 0.000)
0.049

-0.010
(-0.023, 0.003)

0.141

ln-Total T3(ng/dL)

model1
a -0.023*

(-0.043, -0.004)
0.023

-0.028
**

(-0.047, -0.008)
0.008

model2b -0.023*

(-0.043, -0.002)
0.030

-0.027**

(-0.047, -0.007)
0.011

model3c -0.023*

(-0.043, -0.003)
0.027

-0.028**

(-0.047, -0.008)
0.009

model4d -0.023
*

(-0.043, -0.002)
0.034

-0.027
*

(-0.047, -0.007)
0.012

청소년 남성(n=174)

ln-Free T4(ng/dL)

model2
0.037

*

(0.002, 0.073)
0.038

0.042*

(0.012, 0.072)
0.009

model4
0.037*

(0.003, 0.071)
0.035 

0.042*

(0.012, 0.071)
0.008

ln-TSH(pg/mL)

model1
-0.117*

(-0.224, -0.009)
0.035 

-0.137*

(-0.254, -0.019)
0.025

model2
-0.118*

(-0.225, -0.011)
0.032

-0.136*

(-0.251, -0.022)
0.023

model3
-0.100

(-0.209, 0.010)
0.073

-0.119*

(-0.228, -0.010)
0.034

model4
-0.100

(-0.203, 0.003)
0.057

-0.118*

(-0.218, -0.019)
0.023

청소년 여성(n=164)

ln-Total T3(ng/dL)

model1
-0.056*

(-0.107, -0.005)
0.032

-0.050
(-0.103, 0.004)

0.069

model3
-0.062*

(-0.110, -0.013)
0.016

-0.055*

(-0.105, -0.004)
0.035

model4
-0.052*

(-0.101, -0.002)
0.041

-0.054*

(-0.100, -0.009)
0.022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5

** 회귀분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 p < 0.01

a: model1 기본보정변수(sex, age, race, BMI, creatinine, cotinine)

b: model2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c: model3 기본보정변수 + thyroglobulin항체, thyroid peroxidase항체

d: model4 기본보정변수 + 요오드 + thyroglobulin항체, thyroid peroxidase항체

e: 회귀분석 모델의 독립변수 : PAHs 주성분(PC1, PC2)

f : 회귀분석 모델의 독립변수 : PAHs 주성분+BPA, BP-3, triclosan, perchlorate,

                             DEHP 대사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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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4. Kim(2017)의 연구모델에 NHANES 2011-2012 data, PAHs 적용한 결과

Single chemical model 1c Multiple chemical model 2d

β
(95% CI)

p-value
β

(95% CI)
p-value

전체인구(n=1704)

ln-TSH(uIU/mL)

PAHs
-0.022

(-0.044, 0.001)
0.055

-0.021
(-0.043, 0.002)

0.071

BP-3a -0.005
(-0.017, 0.007)

0.387
-0.004

(-0.017, 0.009)
0.549

MEHHPb -0.013
(-0.059, 0.033)

0.559
-0.054

(-0.057, 0.039)
0.703

a: benzophenone-3 (BP-3)

b: mono(2-ethyl-5-hydroxyhexyl) phthalate (MEHHP)

c: sex, age, race, BMI, creatinine, cotinine를 보정했을 때의 연관성 분석 결과

d: sex, age, race, BMI, creatinine, cotinine, PAHs, BP-3, MEHHP를 보정했을

  때 연관성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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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sociation study between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nd thyroid 

hormones in NHANES 2011-2012

Taehoon Cho

Department of Environmental Health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thyroid gland is an important organ in the endocrine system and it is 

crucial for normal cellular differentiation and neurodevelopment during early 

life stage, and also regulate physiological functions such as energy metabolism 

in adults through the secretion of thyroid hormone. Th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which are widely distributed in the environment and can 

be exposed to a large number of unspecified populations, requires research on 

thyroid hormone disruptions.

Previous epidemiological studies did not have enough data and associations 

were inconsistent with each other. And the PAHs metabolite was analyzed as 

a single chemical model. There was a high correlation between the metabolites, 

and there were concerns of multicollinarity. Besides, there were other 

limitations that had not been sensitivity analyzed for chemicals that could 

associate with the thyroid hormones.

In present study, the association was verified in a large general pop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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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data from the NHANES 2011-2012 (n=1704).

First, we analyzed 4 parent chemical of PAHs metabolites in 'single chemical

model' to identify differences from previous studies. The association between 

PAHs principal component and thyroid hormone was analyzed through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f PAHs parents. In addition, we verified 

objective association by adjusting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BP-3 and 

MEHHP) that have low correlation with PAHs but which can associate with

thyroid hormones.

Comparing the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y PAHs principal components and 

the analysis when BP-3 and MEHHP were further corrected, in adult women 

(n=635), the total T3 is the negative association (β=-0.03, p<0.01), and in 

adolescent female(n=164), the total T3 is the negative association (β=-0.05, 

p<0.05), and in adolescent male(n=174) the free T4 is the positive 

association (β=0.04, p<0.05), the TSH is the negative association (β=-0.12, 

p<0.05). In particular, for adult women, the p-value decreased (p<0.01) when 

the endocrine disrupting chemicals was adjusted together and showed greater 

significance. The results are consistent when analyzing the PAHs and the 

EDCs affecting the thyroid hormone. Therefore exposure of PAHs is associate 

with the thyroid hormone.

These findings may be used as data for the study of toxicity of PAHs. And it 

could be used as a basic data for future management and regulation of the 

generation and emission of PA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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