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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병리검사부 연구위원

화학물질의 

생식독성 및 평가법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기능 및 능력 또는 태아의 발생 및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물질이다. 생식기관의 변화, 생식가능 시기의 변화, 생식기능의 조기 노화 등 생식능력 

및 기능과 태반, 태아 및 출생 후 태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하는 화학물질로 임신 

중이나 수유 중에 부모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태아의 발생 및 발육에 유해 영향을 준다. 

대표적인 생식 독성물질로는 납, 2-브로모프로판, 와파린, 일산화탄소, 크롬산 연 등이 

있다. 특히, 2-브로모프로판은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생식독성 직업병이 확인되었다. 

1994년, 한 전자업체의 부품조립공정에서 2-브로모프로판 성분의 세척제를 사용하

였던 다수 근로자가 정자 생성기능 저하증(남성) 및 난소기능 저하증(여성) 등이 확인

되었다. 하지만, 산업현장의 근로자들은 화학물질이 생식기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왜 유발되는지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 

따라서 본 원고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기존 문헌들을 참고하여 화학물질에 

유발되는 생식독성의 원리와 사람에서 대표적인 독성평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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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독성학적/약물학적 원리

화학물질이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출하는 과정은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생식장기

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포유동물은 생식장기에 단백질 등 체내 물질을 여과할 수 있는 

세포 장벽이 있다. 임산부의 태아와 모체 사이에 있는 장벽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

만, 대부분의 물질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장벽이라는 말은 알맞지 않다. 

남성에서 고환은 화학물질에 어느 정도 저항성 있는 세포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것을 혈액-고환 장벽(Blood-Testis Barrier)이라 한다. 혈관-고환 장벽은 혈액에서 

정세관으로 화학물질이 통과하는 것을 차단 혹은 지연할 수 있다. 특히, 분자량이 

작은 미세분자(물, 요소)는 혈관-고환장벽을 쉽게 통과하지만, Actose 및 Inulin 같

은 고분자 물질은 통과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화학물질의 지용성과 이

온화 정도가 투과율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불임수술에서 수출소관

의 결찰, 정관절제술 및 자가 면역성 고환염 등도 혈관-고환 장벽에서 화학물질의 투

과성에 영향을 미친다.

Ⅱ. 외인성 화학물질 대사

체내에서 외래 화학물질이 구조적 변화 없이 생식독성을 유발하지만, 세포내 효

소에 의해 변환된 다음 생식세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고환에서 외래화학물질

대사는 Cytochrome P450, Mixed function oxidase 및 Epoxide-degrading 

enzyme이 관여한다. 비록 화학물질대사에 있어서 고환의 마이크로좀(Microsome) 

중 Arylhydrocarbon hydroxylase(AHH)활성은 간과 비교할 때 5%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생식세포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난소에서도 이런 대사과정을 통하여 독성

이 유발되기도 한다. 

Ⅲ. 화학물질 생식기계 표적 독성

생식장기 독성영향은 세포 또는 분자 수준에서 분화 및 기능을 변화시키는 직접적 

영향 및 호르몬 기능 장애로 유발되는 간접적 영향으로 나뉜다. 생식장기 독성 표적 

부위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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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포독성

정자 또는 난자 생성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정자 또는 난자 수가 감소하여 장기 독성 

및 불임을 유발한다. (예, 항암제 및 변이원)

2. 신경전달

교감 및 부교감신경에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은 생식장기에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예, 진정제 및 최면제 등)

3. 호르몬 작용

생체 내 호르몬은 모두 합성, 분비, 대사, 수송, 세포질 수용체, 핵으로 전위, 염색질 

상호 작용 등 일련 과정에 영향을 준다. 예로 α-methyl-p-tyrosine은 아드레날린 

수용체(Adregenic receptor)에 노르에피네프린(Norepinephrine) 합성을 방해하여 

고갈시키며, 노르에피네프린 유사 전달체인 α-methyl dopa는 노르에피네프린을 대

체해 신경전달을 저해한다. 또한, 항 우울제약물인 Imipramine은 노르에피네프린이 

축삭막으로 수송을 차단하고, 혈압강하제 Reserpine은 과립막 저장 부위에서 노르에

피네프린 흡수를 차단한다. 이외에 노르에피네프린의 유리, 대체작용 및 유사작용 등이 

독성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화학물질이 스테로이드 형성 효소를 억제하여 

난소 기능장애를 유발한다.

4. 생식장기의 체액 환경

생식 및 부생식장기에서 체액의 조성과 양은 분비와 흡수기전에 의해 일정하게 조절

된다. 따라서 이뇨제 같은 약물은 수분 재흡수를 방해하여 생식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고환에서 부고환으로 들어가는 체액에서 상피세포분비, 재흡수와 대사, 

정자 저장 및 성숙 저장이 주기능이며,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는다. 정액

은 부고환에서부터 정관으로 들어간다. 이때 분비물들은 전립선, 정낭 및 다른 분비기

관에서 모인다. 이런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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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르톨리 세포(Sertoli cell)의 기능

세르톨리 세포는 생식세포지지, 혈관-고환 장벽 형성, 정세관 골격형성, 탐식작용, 

Inhibin 합성 및 ABP(Androgen binding protein) 형성 등 다양하다. 화학물질이 

세르톨리 세포를 손상하면 정자 발생 전체과정에 영향을 유발하기 때문에 독성이 매우 

크다. 특히, 태아에서 세르톨리 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6. 정자능력 획득 과정(Sperm Capacitation) 및 정자 효소

정자는 사정하기 전에 정자 능력 획득과정을 통해서 난자 통과와 수정이 이루어진다. 

이런 과정에서 정자는 형태학적으로 변하여, 세포막도 불안정화된다. 

또한, 정자효소와 수용체 활성화 및 차단제의 제거가 이루어지며, 이외에 이온변화, 

막유동성, 효소 흡수력 증가 및 운동성 증가, 선체(Acrosome)의 pH 변화가 일어난

다. 정자는 두 가지 효소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효소들은 화학물질의 영향을 받으면 

독성이 나타난다. 그중 하나는 정자의 중간부와 미부에 관계하는 효소로서 화학물질

의 세포막 이동과 TCA cycle 유지 등 대사에 관여하고 정자의 운동을 도와주는데, 

LDH(Lactae dehydrogenase)의 활성이 방해되면, 정자의 운동이 정지된다. 또 다른 

하나는 정자 첨체부위에 관련된 정액분해, 단백분해효소로서 정자가 난자로 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는다.

7. 난자와 난포 생성 및 황체 형성

난소의 분화와 생식세포의 성장, 난자와 난포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 및 난포의 이상 

성숙, 호르몬 장애 등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유해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태생기

에서 5주 무렵에 원시생식세포가 발생하여 난조세포를 형성하고, 출생 전 1차 난모세

포로 분화하면, 1차 난포로 발달하며, 그 다음 2차 난모세포를 가진 성숙난포로 발육

하여 배란된다. 황체는 배란한 난포로부터 형성되어 HCG나 LH에 의해 생성이 촉진

되고 Progesterone을 생성한다. 황체기능은 정상난소 주기와 임신초기 유지에 필요

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독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영향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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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정 및 착상

수정과정에서 독성 화학물질의 변이와 기형이 일어날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다정자 

진입, 정자와 난자의 노화, 과다극체증 또는 극체가 소실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착

상은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부착하여 세포층에 정착하는 것을 말하며, 독성작용은 자궁

내막과 태아의 배영양막의 부착 초기에 일어나는 생화학적 과정을 저해하여 발생한다.

Ⅳ. 사람에서 생식독성검사 항목

1. 남성

정자생성부전은 무고환증이나 고환의 위축 또는 발육부전, 방사능이나 독성물질에 

노출, 손상이나 염증, 영양결핍이나 내분비장애 등에 의해 유발되고, 부생식장기의 이

상도 정자의 양적 및 질적 이상을 유발한다. 남성생식장기에서 독성을 유발하는 산업

화학물질의 예는 <표 1>과 같다.

1.1 일반검사

세계보건기구(WHO)는 1회 사정량이 2 ㎖ 이상, 정자 수가 2,000만/㎖ 이상, 정자의 

운동성이 50% 이상, 기형정자는 50% 이하를 정상치로 제시하고 있다. 정자운동성이 

20% 미만이거나 정자 수가 500만/㎖ 이하이면 불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립선 분

비물에서 백혈구가 많이 없어야지 정상이다.

<표 1> 남성생식장기 독성이 있는 산업화학물질의 예

Chlorinated hydrocarbons 

계열

Hexafluoroacetone, polybrominated biphenlys (PBBs), 

Polychlorinated biphenyls (PCBs), 2,3,7,8-tetrachlorodibenzo-p-

dioxin (TCDD)

Hydrazines 계열 Dithiocarbamoylhydrazine

Monomers 계열 Vinyl chloride, Chloropren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계열
Dimethylbenaznthracene(DMBA), Benzo(a)pyrene

용매
Benzene, Carbon disulfide, Glycolethers, Hexane, Thiphene, 

Toluene, Xylene 

기타 Diethyl adipate, Chlorop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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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수시험

갑상선검사(요오드방사능법), 고환생검, 정자투과성 검사, 뇨생식호르몬, 성염색체

검사

1.3 정액검사

정자 수, 사출량, 운동성, 및 형태변화를 평가하며, 운동성이 있는 정자 비율과 정자 

활성도가 수정률을 평가하는 가장 좋은 항목이다.

2. 여성

무난소, 형성부전, 자궁 및 자궁부속장기의 감염, 해부학적인 이상, 다낭포성 난소, 

내분비 장애 등 난자 생성 이상으로 불임이 나타난다. 여성생식장기에서 독성을 유발

하는 산업화학물질의 예는 <표 2>와 같다.

<표 2> 여성생식장기 독성이 있는 산업화학물질의 예

건축자재 Formaldhyde

Chlorinate hydrocarbons 

계열
Polychlornated biphenyls (PCBs), Chloroform, Trichloroethylene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PAHs) 계열
Benzo(a)pyrene

페인트 및 염색 Aniline

고무제조 Chloroprene

Plastic monomer Caprolactam, Styrene, Vinyl chloride

용매
Benzene, Carbon disulfide, Chloroform, Ethanol glycol Ethers, 

Hexane, Toluene, Trichloroethylene, Xylene

기타 Cyanoketone

세계보건기구(WHO)는 1회 사정량이 2 ㎖ 이상, 

정자 수가 2,000만/㎖ 이상, 정자의 운동성이 50% 이상, 

기형정자는 50% 이하를 정상치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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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일반검사

A. 난관 폐색 검사

난관 폐색은 난관에 CO2를 불어 넣어서 평가한다.

B. 배란 및 호르몬 효소

배란 후의 자궁내막 생검 및 기초 체온측정으로 확인한다.

2.2 기타 검사

호르몬(뇨중 성선자극 호르몬 및 17-ketosteroid)분석, 갑상선 기능검사, 골반강

경법(초기 자궁내막증, 골반 유착을 검색) 등이 있다.

2.3 월경주기

자궁내막 생검 및 자궁경부 점액검사와 혈청 중 에스테로겐(Estrogen) 및 프로게

스테론(Progesterone)을 검사해서 배란과 생식주기를 판정한다.

2.4 융모막성 생식선자극호르몬(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 측정

수태 후 뇨중의 HCG beta-subunit 및 모체의 혈청을 방사선면역측정법으로 이용

하여 검사하여 임신 후 10일부터 진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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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수정 최종 진단

임신을 인지하기 전에 유산이 조기에 많이 일어나므로 수정의 최종진단은 분만보다

는 임신율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수정 진단은 모체면역반응의 변화를 검출

하는 혈청 중 초기 임신요소 분석 및 HCG 측정 등으로 확인한다.

Ⅴ. 맺음말

작업환경에서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상시 존재한다. 특히, 생식장

기의 독성은 본인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본 

원고를 통해 생식기계 독성을 이해하여,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장 현장에서 

스스로를 보호하였으면 하는 작은 바람으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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