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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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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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중 N-(2,3,4-Trihydroxybutyl)valine 헤모글로빈 부가체

부타디엔 고무생산 공장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 41명과 38명의 대조군을 대상으로 소변 

중 1-(N-acetylcysteinyl)-2-hydroxy-3-butene(HAB)농도 그리고 1,2-dihydroxy-4- 

(N-acetylcysteinyl)-butane(DHAB) 농도, 혈액 중 THBVal Hb 부가체, SCEs 및 염색체 이상

을 측정하였다(Hayes 등, 2000).

공기 중 부타디엔 농도의 중앙값(median)은 2.0ppm(범위, <0.1~20.6ppm)이었다. THBVal 

부가체의 중앙값은 부타디엔 노출군의 경우 74.0 pmol/g Hb(43.1~104.9 pmol/g Hb)이고 

대조군은 37.6 pmol/g Hb(1.0~46.8 pmol/g Hb)이었다. 부가체 농도는 Spearmans Rank 

Coefficient 분석에 의해 공기 중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p=0.03). 연구진은 THBVal 부가

체 형성에 대한 글루타티온 전이효소 유전자형(glutathione transferase genotype) GSTM1

과 GSTT1의 역할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Hayes 등, 2000). 연구결과 THBVal 부가체 농도와 

GSTM1 또는 GSTT1 유전자형 사이의 관련성은 없었다.

부타디엔 관련 종사자 83명(24명의 단량체 종사자, 34명의 스티렌-부타디엔 중합 종사자,  

25명의 행정 부처)을 대상으로 N-1-, N-2-(hydroxylbutenyl)valine(MHBVal)과 THBVal 

부가체, 소변 대사물질, HPRT 유전자 돌연변이 그리고 염색체 이상을 측정하였다(Albertini 

등, 2001). 공기 중 부타디엔 노출을 결정하기 위하여 60일 노출평가 기간 동안 무작위로 각 참

여자에 대해 작업 중에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공기 중 평균 노출농도는 대조군의 경우  

0.01ppm, 단량체 작업자의 경우 0.3ppm(범위, 0.001~8.8ppm), 중합 작업자의 경우는 

0.78ppm(범위, <0.001~17.3ppm)이었다. 노출평가 마지막 날에 혈액시료를 채취하였다. 노출

군의 혈액 중 평균 THBVal 부가체 농도는 <표 1>에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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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와 대조군의 혈액 중 MHBVal 농도

THBVal pmol/g Hb

Group n Mean Range

Control 25 94.8 44~187

Monomer 24 178.7 64~400

Polymer 34 716.7 238~2135

*From	Albertini	et	al.,	200111)

THBVal 부가체 농도는 MHBVal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공기 중 농도와 THBVal 

농도 사이의 관련성은 보고하지 않았다.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 30명과 대조군 10명을 대상으로 작업 종료 후 혈액시료를 채취하여 

THBVal 헤모글로빈 부가체를 분석하였다(Fustinoni 등, 2002). 생물학적 모니터링 실시 당일의 공

기 중 부타디엔 평균농도는 0.024ppm(범위, 0.0018~0.086ppm)이었다. 생물학적 모니터링 결

과 평균 THBVal 농도는 부타디엔 노출군은 39 pmol/g globin(범위, 17.7~61.3 pmol/g globin) 

대조군은 34.7 pmol/g globin(22.7~44.9 pmol/g globin)이었다.

노출군과 대조군의 THBVal 농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THBVal 농도는 공기 부타디엔 

노출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는 없었다. 연구자는 대사 효소 다형성 유전자형이 THBVal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 조사된 다형성에는 시토크롬 P-450 2E1; 마이크로 솜 에폭

시드 가수분해 효소; 글루타티온 전이효소 GSTM1, GSTP1 및 GSTT1; 그리고 알코올 탈수소 효소

가 포함되었다. THBval 농도는 GSTM1 또는 GSTT1의 활성도가 작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THBVal 부가체의 배경농도는 직업적으로 부타디엔에 노출되지 않은 대조군의 MHBVal 부가

체 농도보다 높았다. 대조군의 THBVal 부가체의 농도 범위는 44~187 pmol/g Hb이었다(Alber-

tini 등, 2001).

림프구의 hprt 돌연변이(hprt Mutants in Lymphocytes)

여러 연구에서 부타디엔 노출에 의한 말초 림프구의 hypoxanthine-guanine phosphoribosyl 

transferase(hprt) 유전자 돌연변이 빈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hprt 돌연변이 

빈도가 노출량-의존 효과가 있다고 하였지만 자료는 제한적이었다.

한편의 연구에서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와 5명의 대조군의 혈액시료로부터 hprt 돌연변이 빈

도를 결정하였다(Ward 등, 1994).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를 고농도 노출군(부타디엔 평균 공기 

중 농도 약 3.5ppm, 최대 30ppm)과 저농도 노출군(공기 수준 0.03ppm, 최대 0.06ppm)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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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하였다. 고농도 노출군은 세포 당 hprt 돌연변이의 가중 평균 빈도가 3.84, 저농도 노출군은  

1.16 그리고 대조군은 1.03이었다. 고농도 노출군과 저농도 노출군의 평균 빈도의 차이는 유의

하였다. 동일한 공장을 대상으로 2차 연구가 진행되었다(Ward 등, 1996). 이 연구에서 고농도 

노출군은 공기 중 평균 부타디엔 농도 0.3ppm으로 하고 저농도 노출군은 0.12ppm으로 하여 

좀 더 정밀하게 분류하였다. hprt 돌연변이의 평균 빈도는 고농도 노출군에서는 5.33회 돌연변

이/106개 세포이고 저농도 노출군은 2.27회 돌연변이/106개 세포이였다. 부타디엔 개인 노출농

도와 hprt 돌연변이 빈도 간에는 상관성이 없었다. 부타디엔 중합체 생산공장의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 40명(평균 공기 중 농도 2.0ppm, 최대 20.6ppm)과 대조군 38명에서 hprt 돌연변이의 빈

도 차이는 없었다.

부타디엔 관련 종사자 83명(24명의 단량체 종사자, 34명의 스티렌-부타디엔 중합 종사자, 25명의 

행정 부처)을 대상으로 MHBVal과 THBVal 부가체, 소변 대사물질, HPRT 유전자 돌연변이 그리고 

염색체 이상을 측정하였다(Albertini 등, 2001). 공기 중 부타디엔 노출을 결정하기 위하여 60일 

노출평가 기간 동안 무작위로 각 참여자에 대해 작업 중에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공기 중 평균 

노출농도는 대조군의 경우 0.01ppm, 단량체 작업자의 경우 0.3ppm(범위, 0.001~8.8ppm), 

중합 작업자의 경우는 0.78ppm(범위, <0.001~17.3ppm)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부타디엔 노출과 

hprt 돌연변이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보고하지 않았다.

세포 유전학적 지표(Cytogenetic Markers)

여러 연구에서 세포 유전학적 지표와 부타디엔 노출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동물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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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유전학적 지표와 부타디엔 노출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부타

디엔 노출과 인간의 염색체 이상, SCEs 및 소핵의 빈도 사이의 관계는 분명하지 않았다.

두 화학 공장에서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 56명과 대조군 5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의 염색체 이상, SCEs 또는 소핵의 빈도는 대조군의 빈도에 비해 상승하지 않았다

(Sorsa 등, 1996). 두 공장의 부타디엔의 공기 중 농도는 모두 3ppm 이하로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 자료의 초기 보고서에서는 흡연이 소핵에 의한 SCE와 염색체 이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Sorsa 등, 1994).

한편의 연구에서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 24명과 대조군 19명을 대상으로 염색체 이상과 소변 중 

DHAB 농도의 비율을 관찰하였다(Hallberg 등,1997). 연구기간 동안 부타디엔의 평균 공기 중 

농도는 2.4ppm이었다. 노출군과 대조군의 염색체 이상 빈도의 차이는 없었다.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 40명(공기 중 평균 농도 2ppm)과 대조군 38명을 대상으로 SCEs와 

이수배수체(aneuploidy) 빈도를 조사하였다(Hayes 등, 2000). 두 군의 차이는 없었다.

부타디엔관련 종사자 83명(24명의 단량체 종사자, 34명의 스티렌-부타디엔 중합 종사자,  

25명의 행정 부처)을 대상으로 MHBVal과 THBVal 부가체, 소변 대사물질, HPRT 유전자 

돌연변이 그리고 염색체 이상을 측정하였다(Albertini 등, 2001). 공기 중 부타디엔 노출을 결정

하기 위하여 60일 노출평가 기간 동안 무작위로 각 참여자에 대해 작업 중에 10개의 시료를 채취

하였다. 공기 중 평균 노출농도는 대조군의 경우 0.01ppm, 단량체 작업자의 경우 0.3ppm(범위, 

0.001~8.8ppm), 중합 작업자의 경우는 0.78ppm(범위, <0.001~17.3ppm)이었다. 세포 유전학

적 연구에 SCE와 염색체 이상이 포함되었으며 노출관련 유의한 차이는 보고하지 않았다.

<표 2> 1,3-부타디엔의 BEI의 역사적 변화 

Date Action Determinant Sampling Time BEIⓇ Notation

2005 Proposed

1,2-Dihydroxy-4-(N-acety l-
cysteinyl)-butane in urine

End	of	shift 2.5 mg/L Sq,	B

Mixture of N-1 and N-2-(hydroxyl-
butenyl)valine bemoglobin (Hb) 
adducts in blood

Not critical 2.5 pmol/g Hb Sq

2006 Adopted

1,2-Dihydroxy-4-(N-acety l-
cysteinyl)-butane in urine

End of shift 2.5 mg/L Sq,B

Mixture of N-1 and N-2-(hydroxyl-
butenyl)valine hemoglobin (Hb) 
adducts in blood

Not critical 2.5 pmol/g Hb Sq

2007 Editorial
Added BEIⓇ Chronology section, which had been inadvertently omitted when adopted 
Documentation was initially published 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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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부가체(DNA Adducts)

설치류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타디엔 노출에 의한 DNA 부가체 연구가 상당 수 보고되었다

(ATSDR, 1993; Shuker, 2002). 부타디엔 노출 근로자 15명과 대조군 11명을 대상으로 

N-1-(2,3,4-trihydroxybutyl) adenine 부가체 형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Zhao 등, 2000). 

작업장내 부타디엔의 평균 공기 중 농도는 0.1ppm으로 보고되었고 평균 DNA 부가체 형성 빈도

는 4.5개 부가체/106개 뉴클레오타이드(범위, 0.3~25.0개 부가체/106개 뉴클레오타이드)였다.  

공기 중 개인 노출농도와 DNA부가체 형성 빈도의 비교 상관분석은 수행하지 않았다. 대조군의 

평균 DNA 부가체 생성 빈도는 0.8개 부가체/106개 뉴클레오타이드로 보고하였다. 부가체의 생성 

빈도는 11개의 대조군 중 5개만 검출한계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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