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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평가를 위한 BEI의 근거D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김 치 년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6)

CAS 번호 :  79-01-6
동의어 : Trichloroethene
분자식(Molecular formula) : ClHC=CCl2

RECOMMENDED BEIⓇ

＊Without hydrolysis; Ns(Nonspecific); Sq(Semi-quantitative)

분석물질 시료채취시간 BEIⓇ 경고주석

소변 중 
트리클로로아세트산

End of shift at end of 
workweek 15 mg/L Ns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탄올＊

End of shift at end of 
workweek 0.5 mg/L Ns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End of shift at end of 
workweek - Sq

호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End of shift at end of 
workweek - 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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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비직업적 노출에 의한 생물학적 수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지 않으면 사람의 혈액 중에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이 존재하지 않았다. 트

리클로로에틸렌에 직업적 노출 또는 오염된 물 공급과 같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노출 시는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이 검출될 수 있다.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동력학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는 노출 시작 후 빠르게 상승하며 노출 중단 후 혈중 농도는 큰 편

차와 함께 급격히 감소하였다(Monster 등, 1976).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지방에 축적될 수 있

다. 공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 50, 100 ppm에 6시간 동안 노출되었을 때, 12~13시간의 반감기를 

가지며, 2시간 후에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은 최고농도로 상승하였다(Muller 등, 1974). 트리클로

로 에틸렌으로 인해 발생한 남자 3명(나이, 28~36세)의 급성 중독의 경우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의 평균 반감기는 21.7시간으로 관찰되었다(Kostrzewski 등, 1993).

권고기준의 타당성

휴식 중인 사람의 경우 트리클로로에틸렌 100 ppm에 노출된 직후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

가 1.2 mg/L이었고 16시간 후에는 0.07 mg/L이었다(Muller 등, 1974). Lapare(1995) 등은 실험 지원자

에게 6.5시간 동안 트리클로로에틸렌 12.5 ppm과 25 ppm에 각각 노출 시켰으며 지원자의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는 0.17 mg/L와 0.33 mg/L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작업 부하가 있는 경우는 혈

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가 현저히 증가되었다(Lapare 등, 1995; Vesterberg와 Astrand, 1976), 주

류를 동시에 섭취한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대사의 감소로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가 증가

하였다(Muller 등, 1975).

권고사항

ACGIH의 BEI 위원회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에 대한 특이도가 높은 지표로서 혈액 중 트리

클로로에틸렌 모니터링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시료채취 시간의 한계 특성 때문에 혈액 중 트리클

로로에틸렌 농도가 작업장 공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를 크게 반영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혈액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측정은 노출의 확인 또는 선별 검사로 제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혈액 중 트리

클로로에틸렌을 반 정량적(Semiquantitative, Sq) 경고주석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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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조 기준값

ACGIH 이외의 기타 참고치는 없다.

호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분석방법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은 특이도와 민감도가 높은 전자포획 검출기(electron-capture 

detector)를 장착하여 분석한다(Ertle 등, 1972; Monster와 Boersma, 1975). 케니스터(Canister)로 채취

한 경우는 질량분석검출기를 장착하여 정교한 방법(예: 극저온 농도 샘플링, 열 탈착)으로 분석한다

(Pleil과 Lindstrom, 1997; Pleil 등, 1998).

시료 채취와 보관

호기 시료 채취는 노출이 중단된 후 가능한 빠른 시점에 오염되지 않게 채취하여야 한다. 시료 채

취는 밀봉된 유리 용기에 저장하고 가능한 바로 분석을 해야 하며, 또는 케니스터에 보관해야 한다

(Pleil 과 Lindstrom, 1997). 채취된 시료는 고무 및 플라스틱과의 접촉에 의해 흡착될 수 있으므로 유

의해야 한다.

호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동력학

호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의 농도는 노출 시작 직후에 혼합 호기에서 급격히 상승하고 흡입 농

도 40%에서 안정화 되었다(Bartonicek, 1962; Fernandez 등, 1975; Monster 등, 1979; Nomiyama와 

Nomiyama, 1974a).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 농도를 2배로 하여 7시간 동안 노출 시켰을 때, 호기에서 

변하지 않은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가 비례적인 증가로 이어졌다(Lapare 등, 1995). 노출이 끝난 후, 

호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는 감소하였다. 소실곡선((elimination curve)에서 약 20분, 3시간, 30

시간에서 반감기 감소지수가 관찰되었다(Fernandez 등, 1975). 긴 반감기 때문에 호기 중 트리클로로

에틸렌 농도는 작업 시간동안에 증가하였다. 트리클로로에틸렌 50 ppm에서 8시간 동안 단일 노출 

후 폐포 공기 중 농도(Calv) 감소는 아래의 방정식에 의해 산출할 수 있다.

Calv = 2.6  X  e–2.3Xt + 1.6  X  e–2.3Xt + 0.25  X  e–2.3Xt

여기서, t = 시간, 노출 종류 후 시간,  e = 자연대수의 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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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ez 등에 의해 보고된 위의 산출 식은 다른 연구(Nomiyama와 Nomiyama, 1974b)와 노출 

시뮬레이션 모델(Fernandez 등, 1977)에 의해 입증되었다. 반복적 노출 후의 포화도 감소곡선을 설명

하는 승산 계수(multiplying coefficient)는 트리클로에틸렌의 체내 축적으로 인해 크게 나타났다.

Droz(1992)뿐만 아니라 BEI 다큐멘테이션“서론”에서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다양성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상수는 신체 조건과 근로자의 활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측정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시료채취 및 분석과정

특이도가 높은 고감도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방법이 유용하다. 호기 시료채취시간은 정량분석 

수치와 및 노출 후의 평가에 많은 영향을 준다. 호기 시료의 오염과 손실에 주의해야 한다.

노출

호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트리클로로에틸렌 노출의 특이적인 지표(specific indicator)이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의 경우 가정용 제품(탈지제, 접착제)에서도 발생되며 냄새 또는 오염된 물 공급으

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이 아니라도 호기에서 관찰될 수 있다.

인구집단

호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는 근로자의 체내 지방과 작업 중 활동 수준뿐만 아니라 작업 후에

도 영향을 받는다(BEI Documentation의“서론”부분인 생물학적 모니터링의 다양성 참조). 알코올과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결핍 인구집단의 호기 중 트리클로로에틸렌 농도는 정상 인구의 호기보다 높

게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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