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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변 중 2-THIOXOTHIAZOLIDINE-4-CARBOXYLIC ACID(TTCA)

권고 기준의 타당성

  실험실연구와 현장연구에서 실시한 흡입노출에 대한 TLV-TWA와 BEI의 관련성은 확인되었다. 일관적

인 비교를 위해 모든 TTCA 농도는 mmol/mol creatinine이 아닌 mg/g creatinine으로 변환하여 보고

되었다(Rosier 등, 1987; Meuling 등, 1990; Riihimäki 등, 1992; van Doorn 등, 1981a; Rosier 등, 1982; 

CARBON DISULFIDE(4)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 치 년

BEI 권고

분석대상 물질 채취 시간 BEI Notation

2-Thioxothiazolidine-4-carboxylic
acid(TTCA) in urine End of shift 0.5 mg/g creatinine Ns, B

CAS 번호 :  75-15-0
동의어 :   Carbon disulphide, Carbon bisulfide, Carbon bisulphide, Carbon sulfide, 

Sulphocarbonic anhydride, Carbon bisulfur, Dithiocarbonic anhydride, Weeviltox

분자식(Molecular formula)  :  C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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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등, 1985).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독성학적 연구

  Rosier와 연구진들은 6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50W 작업부하 조건에서 이황화탄소 3 ppm, 50 W 

작업부하량 또는 휴식 중에 이황화탄소 10 ppm, 50분 휴식 기간 동안 이황화탄소 20 ppm을 노출시

켰다(Rosier 등, 1987). 소변 시료를 노출 전과 노출 후 30분, 60분, 120분, 180분, 240분에 채취하였다. 

TTCA는 노출 시작 후 단시간에 검출되었고, 최고 농도는 노출이 끝난 후 검출되었다. 그리고 반감기는 

2시간 정도로 관찰되었다. 흡수된 이황화탄소의 일부(0.7%~2.2%)만 TTCA로 변환되었다. 공기 중 이황

화탄소 노출과 TTCA의 배설률(r=0.70)의 상관성이 최고 높았고 다음으로 소변 중 농도(r=0.66)와 크레

아티닌 보정(r=0.64) 순으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Chang과 연구진들은 이황화탄소에 노출된 근로자 10명을 대상으로 소변 중 TTCA에 대해 역학조사를 

한 결과 공기 중 평균 이황화탄소 농도는 10.1±2.8 ppm이며, 반감기는 7.96 ± 2.15 시간으로 관찰되었

다(Chang 등, 2002). 이황화탄소 노출과의 상관성은 소변량 조절(r=0.64) 보다 크레아티닌 보정(r=0.80)

에서 더 좋은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일차동역학에 근거하면 이황화탄소 10 ppm에 노출되면 소변 중 

TTCA 농도는 3.0 mg/g creatinine으로 추정되었다.

현장 연구

  Meuling과 연구진들은 비스코스 레이온 섬유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29명을 대상으로 이황화탄

소 노출에 따른 소변 중 TTCA 농도 사이의 관계를 연구했다(Meuling 등, 1990).

  소변시료의 채취는 잠에서 깨어난 직후와 노출 시작 전, 노출 마지막 4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이황화

탄소 농도 4 ppm(<0.3-1)에 노출되었을 경우, TTCA 농도는 0.1 mg/g creatinine으로 관찰되었다. 소변 

중 TTCA 농도와 공기 중 이황화탄소 농도 사이의 관계는 [log (TTCA mmol/mol creatinine) = 0.84 log 

(CS2 mg/m3)–1.10]으로 기술하였다. 이 공식에 근거하면 현재 이황화탄소 TLV 1 ppm에 노출 될 경우, 

대략 소변 중 0.3 mg TTCA/g creatinine이 배설된다.

  Riihimäki와 연구진들은 20명의 비스코스 레이온 제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4일 째 근무가 종료된 

후에 소변을 채취하여 이황화탄소 농도와 TTCA 농도를 측정 하였다(Riihimäki 등, 1992). 이황화탄소의 

시간가중평균 농도범위는 0.1 ppm ~ 5 ppm이며 평균농도는 3 ppm이었다. 추정된 TTCA 농도는 현재 

TLV인 1 ppm에 노출되었을 경우 소변 중 0.2 mg TTCA/g creatinine으로 관찰되었다.

  Drexler와 연구진들은 362명의 레이온 제조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시료 채취(중앙값 4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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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0.2 ppm~5.7 ppm)와 소변 중 TTCA(중앙값 1.63 mg/g creatinine; 범위 <0.16-1.57 mg/g 

creatinine)를 측정하여 이황화탄소 노출에 관하여 조사하였다(Drexler 등, 1994, 1995a). 연구자들은 

작업 종료 후 소변시료 중 크레아틴으로 보정된 TTCA 농도와 개인 공기노출량간의 상관성을 관찰했

다. 이러한 관계는 다음 함수식에 의해 설명 된다 : TTCA mg/g creatinine = 0.59 + 0.315 x CS2 ppm 

(r=0.84) 이 식에 따르면, 이황화탄소 1 ppm에 노출되면, 소변 중 TTCA 수준은 0.9 mg/g creatinine으

로 추정된다.

  Shih와 연구진들은 일주일 동안 8시간씩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5명의 근로자와 12시간씩 교대 근무

를 실시하는 7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노출 전과 후로 나누어 개인 호흡영역의 이황화탄소 농도와 소

변 중 TTCA 농도를 측정하였다(Shih 등, 2003).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공기 중 이황화

탄소 농도는 2±0.2 ppm이고 소변 중 TTCA 농도는 3.24±1.21 mg/g creatinine 이었으며 12시간씩 교

대 근무를 실시한 근로자의 공기 중 이황화탄소 농도는 3.6±0.5 ppm이고 소변 중 TTCA 농도는 5.88±

2.04 mg/g creatinine으로 관찰되었다. 연구자들은 TTCA의 축적은 노출 크기에 따라 달라지며, 12시간 

교대 근무 근로자에서는 TTCA 축적이 발생되었지만 8시간 교대 근무 근로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8시간 교대 근무 근로자 5명의 일일 평균 이황화탄소 농도와 TTCA 농도를 관련성을 평

가하면 소변 중 TTCA 농도와 공기 중 이황화탄소 농도 사이에 선형 관계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TTCA mg/g creatinine = -0.17 + 0.54 x CS2 ppm (r= 0.95)] 이 식에 따르면 이황화탄소 1 ppm

에 노출 될 경우 TTCA 농도 수준은 0.4 mg/g creatinine 이다.

  van Doorn과 연구진들은 22명의 비스코스 레이온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

구에서 공기 중 이황화탄소 농도는 32 ppm이고 소변 중 TTCA 농도는 12.5±0.98 mg/g creatinine으

로 보고하였다(van Doorn 등, 1981a). 이황화탄소에 대한 현재의 노출기준인 1 ppm으로 외삽하면 약 1 

mg TTCA/g creatinine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Rosier와 연구진들은 비스코스 레이온 

제조업에서 이황화탄소 노출 농도 2.4 ppm~51 ppm 사이의 연구를 실시하였다(Rosier 등, 1982, 1984). 

작업 기간 동안 소변 중 TTCA 농도 증가와 공기 중 이황화탄소 사이의 양-반응 관계가 있었다. 작업기

간 중 공기 중 이황화탄소 평균 노출량과 소변 중 TTCA 농도간의 유의한 양-반응 관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 중 1 ppm의 이황화탄소 노출에 따른 소변 중 TTCA 농도 추정은 본 자료로부터는 불가

능하였는데, 그 이유는 측정된 노출수준이 주로 1 ppm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Campbell과 연구진들은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13명의 근로자와 비노출군 10명을 대상으로 비스코

스 레이온 작업장에서 5일 동안 개인시료를 채취하였다(Campbell 등, 1985) 흡입 노출 평균농도는 측정 

1일째의 경우 11 ppm이고 5일째는 3 ppm으로 관찰되었다. 작업 종료 후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 측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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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의 경우 평균 TTCA는 6.9 mg/g creatinine이고 5일째 되는 날에는 소변 중 TTCA 농도가 3.9 mg/g 

creatinine으로 관찰되었다. 대조군의 모든 소변시료에서는 검출한계 0.5 μmol/L 이하로 나타났다.

  van Pouckel과 연구진들은 비스코스 레이온 작업장에서 노출된 근로자의 공기 중 이황화탄

소 노출농도는 38 ppm과 1.8 ppm(농도 범위 37 ppm~47 ppm)이고 평균 TTCA 농도는 7.6 mg/g 

creatinine(n=25)과 0.1 mg/g creatinine(n=14)으로 각각 보고하였다(van Pouckel 등, 1990). Tan과 연

구진들은 스테이플 비스코스 홀(staple viscose hall) 근무자들(N=74)의 TTCA 기하평균 농도는 1.18 

mg/g creatinine이고 이황화탄소의 기하평균 농도는 4.4 ppm으로 보고하고 필라멘트 방사실(filament 

spinning hall)에서 근무한 근로자(N=61)들은 TTCA 기하평균 농도는 1.07 mg/g creatinine이고 공기 

중 이황화탄소 기하평균 농도는 6.4 ppm으로 보고하였다(Tan 등, 2000). Chang과 연구진들은 1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변 중 TTCA 동력학 연구에서 근로자들은 이황화탄소 10 ppm에 노출되

었으며 이때의 TTCA 농도는 3.0 mg/g creatinine으로 조사되었다(Chang 등, 2002).

  Takebayashi와 연구진들은 432명의 레이온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개인 호흡영역

에서 이황화탄소를 측정하였고 동시에 작업이 종료된 후에 소변을 채취하여 1년에 두 번씩 6년 연구기

간 동안 측정하였다(Takebayashi 등, 2004). 측정한 모든 근로자의 소변 중 TTCA 기하평균 농도와 이

황화탄소 농도는 1.61 mg/g creatinine과 5.02 ppm이었다. 방사실 및 정제공정 근로자들의 이황화탄소 

기하평균 농도는 6.11 ppm, TTCA 기하평균 농도는 1.94 mg/g creatinine이었고 이를 제외한 다른 작

업 근로자의 경우 이황화탄소 기하평균 농도 3.08 ppm, TTCA 기하평균 농도는 0.98 mg/g으로 보고하

였다.

  발표 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본 결과 비스코스 레이온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공기 중 이황화

탄소 농도와 소변 중 TTCA 농도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8편의 연구들에 있어 측정된 이황화탄소 

노출량이 대부분 노출기준 1 ppm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본 데이터로부터 1 ppm 이하의 공기 중 이황

화탄소 노출과 TTCA 농도간의 상관성을 규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4편의 연구에서는 공기 중 

이황화탄소 농도 1 ppm과 소변 중 TTCA 농도 사이의 상관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Meuling 등, 1990; 

Riihimäki 등, 1992; Drexler 등, 1994; Shih 등, 2003). 소변 중 TTCA 농도는 공기 중 이황화탄소 농도가 

1 ppm일 때 0.2~0.9 mg/g creatinine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이 자료들을 기초할 때, 1 ppm의 이황

화탄소 노출은 소변 중 평균 TTCA 농도 0.5 mg/g creatinine으로 추정되었다.  

노출평가를 위한 BEI의 근거



D
ee

p 
In

fo
rm

at
io

n

63

산업보건 4월호

1.  ACGIHⓇ: Documentation of the TLVsⓇ and BEIsⓇ, 7th Ed. 2006 Supplement.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Cinicinnati, OH (2006).

2.  Campbell L; Jones AH; Wilson HK: Evaluation of occupational exposure to carbon disulphide by blood, exhaled air, and 

urine analysis. Am J Ind Med 8:143–153 (1985).

3.  Chang HY; Chou TC; Wang PY; et al.: Biological monitoring of carbon disulphide:kinetics of urinary 2-thiothiazolidine-4-

carboxylic acid (TTCA) in exposed workers. Toxicol Ind Health 18:1–14 (2002).

4.  Drexler H; Goen T; Angerer J; et al.: Carbon disulphide. I.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 to carbon disulphide of workers in 

the viscose industry.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65:359–365 (1994).

5.  Drexler H; Goen T; Angerer J: Carbon disulphide. II. Investigations on the uptake of CS2 and the excretion of its metabolite 

2-thiothiazolidine-4-carboxylic acid after occupational exposure.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67:5–10 (1995a).

6.  Drexler H; Ulm K; Hubmann M; et al.: Carbon disulphide. III. Risk factors for coronary heart diseases in workers in the 

viscose industry.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67:243–252 (1995b).

7. Meuling WJ; Bragt PC; Braun CL: Biological monitoring of carbon disulfide. Am J Ind Med 17:247–254 (1990).

8.  Riihimäki V; Kivisto H; Peltonen K; et al.: Assessment of exposure to carbon disulfide in viscose production workers from 

urinary 2-thiothiazolidine-4-carboxylic acid determinations. Am J Ind Med 22:85–97 (1992).

9.  Rosier J; Vanhoorne M; Grosjean R; et al.: Preliminary evaluation of urinary 2-thio-thiazolidine-4-carboxylicacid (TTCA) 

levels as a test for exposure to carbon disulfide.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51:159–167 (1982).

10.  Rosier J; Billemont G; Van Peteghem C; et al.: Relation between the iodine-azide test and the TTCA test for exposure to 

carbon disulphide. Br J Ind Med 41:412–416 (1984).

11.  Rosier J; Veulemans H; Masschelein R; et al.: Experimental human exposure to carbon disulfide. I. Respiratory uptake and 

elimination of carbon disulfide under rest and physical exercise.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59:233–242 (1987).

12.  Shih TS; Chou TC; Chang HY; et al.: Accumulation of urinary 2-thiothiazolidine-4-carboxylic acid (TTCA) among workers 

occupationally exposed to carbon disulfide for 1 week. Sci Total Environ 308:37–47 (2003).

13.  Takebayashi T; Nishiwaki Y; Nomiyama T; et al.: Lack of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exposure to carbon disulfide and 

endocrine dysfunction: a six-year cohort study of the Japanese rayon workers. J Occup Health 45:111–118 (2003).

14.  Takebayashi T; Nishiwaki Y; Uemura T; et al.: A six-year follow-up study of the subclinical effects of carbon disulphide 

exposure on the cardiovascular system. Occup Environ Med 61:127–134 (2004).

15.  Tan X; Bi Y; Su Y; et al.: Carbon disulfide at a Chinese viscose factory external and internal exposure assessment. J Environ 

Monit 2:666–669 (2000).

16.  van Doorn R; Delbressine LP; Leijdekkers CM; et al.: Identification and determination of 2-thiothiazolidine-4-carboxylic acid 

in urine of workers exposed to carbon disulfide. Arch Toxicol 47:51–58 (1981a).

17.  van Doorn R; Leijdekkers CM; Henderson PT; et al.: Determination of thio compounds in urine of workers exposed to carbon 

disulfide. Arch Environ Health 36:289–297 (1981b).

18.  van Doorn R; Leijdekkers CM; Nossent SM; et al.: Excretion of TTCA in human urine after administration of disulfiram. Toxicol 

Lett 12:59–64 (1982).

19.  van Pouckel L; van Peteghem C; Vanhoorne M: Accumulation of carbon disulphide metabolites. Int Arch Occup Environ 

Health 62:479–482 (1990).

참고 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