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 번호 : 106-99-0

동의어 : Biethylene; Buta-1,3-diene; Butadiene monomer; α,γ-Butadiene;

          Butadiene-1,3-,uninhibited; Divinyl; Erythrene; Vinylethylene;

분자식(Molecular formula) : C4H6

BEI 권고

평가 대상물질 시료채취시간 BEI 경고주석

1,2-Dihydroxy-4-(N-acetylcysteinyl)-butane
in	urine

작업종료	후 2.5	mg/L Sq,	B

Mixture of N-1-, N-2-(hydroxybutenyl)valine
hemoglobin (Hb) adducts in blood

임의시간 2.5	pmol/g	Hb Sq

1,3-부타디엔(BUTADIEN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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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중 N-1-과 N-2-(HYDROXYBUTENYL)VALINE 혼합물의 

헤모글로빈 부가체

분석방법(Analytical Methods)

N-1- 및 N-2-(hydroxybutenyl)valine(MHBVal) 헤모글로빈 부가체 정량을 위한 분석방법

은 전혈에서 글로빈을 분리하고 내부 표준 ([d6]-MHBVal)을 첨가한 포름아미드에 용해시킨다. 

치환된 페닐티오하이단토인(phenylthiohydantoin) 유도체는 펜타플루오로페닐이소티오시아네

이트(penta fluorophenylisothiocyanate)를 첨가하여 형성시킨다. 에테르/물 추출물의 유기용제 

층을 증발시키고, 톨루엔으로 용해하고, 음이온 포획 이온화 탠덤-질량 분석기를 이용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van Sittert 등, 2000; Richardson 등, 1996; Boogaard 등, 2002). 

분석 방법의 검출한계는 0.1~0.05 pmol/g Hb이다.

시료채취 및 저장(Sampling and Storage)

정맥 혈액 5 mL를 sodium EDTA가 함유된 진공 채혈관(vacutainer tube)으로 채취하여 최대 

24시간 동안 4 ℃에서 보관한다(Boogaard 등, 2002). 혈액은 작업 교대 중에 언제든지 채취할 

수 있다.

저자는 살균 후 잔류된 산화에틸렌이 헤모글로빈과 반응 할 수 있어 분석 결과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γ(감마)-선 살균을 권고하였다.

혈액을 원심 분리하여 적혈구를 즉시 분리하고 분리된 적혈구를 생리식염수로 두 번 세정하고 

세포를 파괴시키기 위해 네 번의 동결 및 해동을 한다.

파괴된 세포 현탁액을 원심 분리하고 상층액을 폴리프로필렌 튜브로 옮긴다.

세정된 적혈구는 N-terminal valine 부가체의 분해 없이 수주동안 -80 ℃에서 보관할 수 있

다(Boogaard 등,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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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적 노출이 없을 경우의 생물학적 수준 

MHBVal의 배경 농도는 낮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조군 혈액시료의 농도는 검출한계 이하였

다. 흡연은 부가체의 농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부타디엔 단량체와 중합체 

취급 근로자에 대한 연구에서 대조군의 MHBVal 부가체의 농도 범위는 <0.1~1.2 pmol/g Hb로 

보고되었다(van Sittert 등, 2000).

약물 동력학(Kinetics)

헤모글로빈 부가체 농도는 정상상태에 도달 할 때까지 노출과 함께 상승한다. 한편의 연구에

서는 1ppm으로 8시간/일, 5일/주의 만성노출을 가정 할 때 0.004 pmol/g Hb 부가체의 형성을 

예측하였다(Osterman-Golkar, 1993). 저자들은 적어도 120일간의 부타디엔 노출을 반영한다고 

제안하였다(Osterman-Golkar 등, 1996).

일단 헤모글로빈 부가체가 형성되면 적혈구의 수명(약 120일) 동안 순환하며 잔류한다. 우발

적으로 고농도의 산화에틸렌에 노출된 근로자의 보고서에서 헤모글로빈 부가체(N-terminal 

valine ethylene oxide hemoglobin adduct)의 농도는 110일의 반감기로 명확하게 감소하였다

(Boogaard 등, 2002).

분석 결과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절차 및 시료채취

적혈구는 전혈에서 즉시 분리해야 한다.

노출(Exposure)

헤모글로빈 부가체는 몇 개월간의 노출 통합의 지표이다. 근로자는 정상상태에 도달했는지 확

인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모니터링 전에 4개월 동안 부타디엔 노출이 있어야 한다. 

인구(Population)

보고되지 않았음.

타당성(Justification)

통제된 실험연구(Controlled Laboratory Studies)

보고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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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구(Field Studies)

5편의 연구에서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를 대상으로 MHBVal 부가체를 조사하였다.

부타디엔 생산지역의 비흡연자 4명을 대상으로 MHBVal의 농도를 평가하였다(Osterman-

Golkar 등, 1993). 공기 시료 중 부타디엔의 평균 농도는 3.5ppm으로, 분석 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채취한 시료의 결과이다.

대부분의 공기 시료는 1ppm 미만이었고 가장 높은 공기 농도는 작업자가 근무하지 않은 지

역에서 측정되었다. 비생산 지역 5명의 근로자가 대조군으로 선정되었다. 근로자들의 평균 

MHBVal 농도는 1.8 pmol/g Hb(범위, 1.1~2.6 pmol/g Hb)이었다. 모든 대조군의 MHBVal 부

가체의 농도는 측정방법의 검출 한계보다 낮았다. 대조군에서 2명의 과도 흡연자(범위, >30개

비/일 이상)의 MHBVal 부가체 농도는 0.8 pmol/g Hb이었다.

석유 화학공장 연구에서 부타디엔 취급 근로자 10명과 유지보수 근무자 7명 그리고 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같은 날에 공기 시료 중 부타디엔 농도와 혈액 중 MHBValine 부가체 농도

를 측정하였다(Osterman-Golkar 등, 1996). 평균 공기 중 노출농도는 부타디엔 취급근로자는  

4.9ppm(범위, <0.1~24.2ppm)과 유지보수 근무자는 0.3ppm(범위, <0.1~0.5ppm)이었다. 유

지보수 근무자와 대조군의 혈액 중 MHBVal 부가체 농도는 0.05 pmol/g Hb 미만이었고, 이 수

준은 검출한계 이하다. 부타디엔 취급 근로자의 평균치는 0.16 pmol/g Hb(범위, 0.05~24.0 

pmol/g Hb)이었다. 보고된 혈액 중 부가체 농도 수준은 공기 중 부타디엔 농도 수준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보고서에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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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화학공장(공장 A, B, C)에서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 56명과 대조군 50명 대상의 연구에서 

부타디엔 노출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HBVal 헤모글로빈 부가체의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Sorsa 등, 1994). 공기 중 부타디엔 측정과 혈액시료의 채취는 동일한 날에 진행되었다. 

공기 중 부타디엔 농도는 공장 A와 C에서 가장 낮았으며 공기 시료의 70%는 0.2ppm 이하로 보

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장 B의 중합공정 작업자 측정결과의 50%는 0.2ppm~2.0ppm 사

이의 농도이고 1.0ppm을 초과하는 수준은 10%이었다. 공기 중 측정결과는 통계적으로 요약  보

고되지 않았다. 

공장 A의 부타디엔 취급근로자의 평균 MHBVal 부가체 농도는 0.16 pmol/g Hb이고, 공장 B

의 중합공정 근무자의 농도는 2.0 pmol/g Hb이었다. 대조군의 MHBVal 부가체의 평균 농도는 

0.13 pmol/g Hb 미만이었다. 저자들은 공기 중 부타디엔 농도와 부가체 농도의 상관관계는 없다

고 보고하였다.

Pérez 등(1997)은 직업적 노출 근로자들의 MHBVal 부가체를 측정하였다. 부타디엔에 약 

1 ppm의 농도로 직업적 노출된 근로자 2명의 MHBVal 부가체 농도는 0.15~0.2 pmol/g Hb이고 

대조군 근로자는 0.05~0.02 pmol/g Hb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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