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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 4월호

생물학적 노출 평가를 위한 
소변 시료의 보정 지표 개선

○ 연구책임자 : 이미영

○ 연구기간 : 2014.1.1∼11.30

○ 등록번호 : 2014-연구원-1126

제공/산업안전보건연구원

  생물학적 노출 평가를 위한 소변 시료는 생물학적 노출지표별로 계절이나 개인 차에 따른 소변 배설량

의 차이를 크레아티닌이나 요비중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건강진단 실무지침 생물학적 노출평

가 항목 중 생물학적 노출지표 31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값 보정지표가 국외 기준과 상이하거나 동일

한 노출 지표 물질의 보정 지표가 다르게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말헥산, 삼염화에틸렌, 수은

의 생물학적 노출 지표인 소변 중 2,5-헥산디온, 삼염화초산, 수은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 보정 지표에 대

한 문헌 고찰 및 해당 항목의 특수검진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내 특수건강진단의 노출지표 개

선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특수건강진단 1차 항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노말헥산, 삼염화에틸렌, 수은의 생물학적 노

출 지표인 소변 중 2,5-헥산디온, 삼염화초산, 수은의 생물학적 노출 평가 보정지표로, 이들 항목에 대한 

생물학적 노출 기준값 관련 국내외 문헌을 고찰하였다. 한편, 2003-2011년 안전보건공단에 보고된 특수

건강진단 전산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 11년간 소변 중 2,5-헥산디온, 삼염화초산, 수은의 특수건강진단 통

계 자료를 집계하였다.

  2013년까지 11년간 안전보건공단에 보고된 특수건강진단 통계 자료 중 연구 대상인 3개 노출 지표에 

해당하는 자료는 283,384건으로, 소변 중 2,5-헥산디온 206,654건, 소변 중 삼염화초산 60,884건, 소변 

중 수은 15,946건을 취합하였다. n-헥산의 노출 지표인 2,5-헥산디온과 삼염화에틸렌의 노출 지표인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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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화초산 분석건수는 노출 지표의 개정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물량면에서 중요도가 커졌다. 생물학적 

노출 평가 통계 자료에 대한 보고 자료 분포를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국내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시

료는 소변 중 2,5-헥산디온과 수은이 총 보고건수의 0.1%, 삼염화초산은 0.8%로, 모두 1% 미만이었다.

  소변 중 2,5-헥산디온은 한국 노출 기준이 5 mg/g 크레아티닌, 삼염화초산은 100 mg/g 크레아티닌으

로 소변 시료 분석 결과를 크레아티닌으로 보정하며, 소변 중 수은은 200 μg/L으로 크레아티닌 보정

을 하지 않는다. 소변 중 2,5-헥산디온은 핀란드와 일본의 노출 기준인 2, 3 mg/g 크레아티닌을 제외한 

영국, 유럽기구, 독일, 미국의 노출 기준 모두 크레아티닌 보정을 하지 않고 0.4-5 mg/L를 적용하였다. 소

변 중 삼염화초산의 유럽기구, 핀란드, 미국과 일본 노출 지표는 15-50 mg/L로 크레아티닌 보정을 하지 

않으며, 영국과 WHO에서는 50, 75-125 mg/g 크레아티닌으로 크레아티닌 보정을 권고하였다. 소변 중 

수은은 핀란드의 28 μg/L를 제외한 모든 국가 및 기구의 노출 기준이 크레아티닌 보정 후 20-50 μg/g 

크레아티닌을 적용하였다.

  소변 시료의 변이를 보정하기 위한 요비중이나 크레아티닌 보정이 소변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 적용되

어야 하나 국내 분석 기관에서는 크레아티닌 보정이 명시된 항목 이외의 소변시료에 대해서는 64%가 

보정을 하지 않고 분석 결과를 산출하고 있어, 소변 시료 분석 결과 보정에 대한 권장이 필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n-헥산, 삼염화에틸렌, 수은 노출 평가 관련 기준 개정을 통한 정책 반영에 활용하고 

n-헥산, 삼염화에틸렌, 수은 노출 평가를 위한 실용적인 기준을 국내 규정에 반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노

출 평가 수행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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