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RBON MONOXIDE(1)

CAS 번호 : 630-08-0

분자식(Molecular formula) : CO

BEI 권고

평가 대상물질 시료채취 시간 BEI 경고주석

혈액 중 Carboxyhemoglobin(COHb) 작업종료 후 3.5% of hemoglobin B, Ns

호기 중 Carbon monoxide 작업종료 후 20ppm B,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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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Properties)

일산화탄소는 가연성, 무색, 무취의 가스로 190 ℃에서 응축되며 207 ℃에서 

언다. 물에는 거의 녹지 않는다(20 ℃에서의 용해도 2.3 mL/100 mL).1)

흡수(Absorption)

일산화탄소는 폐를 통해 흡수되고 모세혈관 및 태반 막을 통해 쉽게 확산된

다.1) 피부 및 위장관 흡수는 연구되지 않았다.

제거(Elimination)

일산화탄소는 폐에서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된다. 일산화탄소 제거율

은 햄 단백질(heme protein)에서 방출되는 비율, 폐포 환기, 지속 노출 시간, 

흡입된 산소 농도, 카복시헤모글로빈(carboxyhemoglobin, COHb) 포화도에 

따라 다르다.

대사경로 및 생화학적 상호작용 

(Metabolic Pathways and Biochemical Interactions)

흡수된 일산화탄소의 80~90%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COHb를 형성하고 

이는 혈액의 산소운반능력을 감소시킨다.1, 2) 일산화탄소의 헤모글로빈 친화도는 

산소보다 200~250배이다. COHb는 산소헤모글로빈 해리곡선을 왼쪽으로 이

동시켜 조직으로 산소가 전달되는 것을 방해한다. 또한 미오글로빈, 사이토크롬

산화효소, 사이토크롬 p-450, 히드로페록시다아제 같은 단백질에도 가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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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다. 또 다른 독성은 시토그롬 a3 산화효소에 일산화탄소가 결합되는 경우

로 미토콘드리아 호흡의 억제와 산소 확산에 손상을 가할 수 있다.

비직업적 가능한 노출

(Possible Nonoccupational Exposure)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다른 햄 단백질들의 이화작용으로 내생적으로 

형성된다. 일산화탄소는 탄소계 물질의 연소 생성물이기 때문에 아주 흔하다. 

보통 내연기관, 실내 난방기, 용광로에서도 발생한다. 흡연은 또 다른 노출의 원

인이다. 일산화탄소는 또한 산업용과 가정용으로 쓰이는 용제와 페인트 제거 용

제인 메틸렌클로라이드의 대사산물이다.

TLV-TWA

ACGIH는 1992년에 TLV-TWA를 500ppm에서 25ppm으로 낮췄다. 이 개

정은 부정적인 신경행독학적 변화들을 예방하고, 심혈관 운동 능력을 유지하고, 

임신한 근로자(즉, 태아)와 만성 심혈관 및 호흡기 질환이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일산화탄소 역효과에 특히 취약한 사람들에게 더 큰 안전을 제공하는데 기반을 

두었다. 

요약(Summary)

혈액 내 COHb는 현재 일산화탄소 노출 측정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생물학적 

측정 방법이다. 화재 및 비상사태와 같이 비침습적 지역 방법이 필요한 경우, 종

말호기의 일산화탄소 측정을 선호한다. 직업적 노출 평가에 대한 주요 방해 요인

은 메틸렌클로라이드에 노출(일산화탄소로부터 대사 된다), 흡연, 연료 연소로 

인한 환경 대기 오염이다. 흡연자의 측정은 일산화탄소의 직업적 노출을 평가하

는데 적절하지 않다.

혈액 중 카복시헤모글로빈(COHb)

분석 방법(Analytical Methods)

COHb 측정을 위한 특정 분광광도법은 가시광선 영역에서 2개 이상의 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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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다.1) 여기에는 3개의 파장에서의 자동 가시광선 영역 분광광도계3)와 2개 

혹은 5개의 파장에서의 수동 분광광도계가 포함된다.4, 5) COHb, 옥시헤모글로

빈, 환원헤모글로빈, 메트헤모글로빈과 같은 혈액에 존재하는 헤모글로빈의 분

율을 결정하기 위해 많은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다.1) 가스크로마토그

래피 방법은 매우 민감하지만 총 헤모글로빈의 추가 측정이 필요하다.6, 7) 옥시미

터를 이용한 측정을 가스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6) 측

정된 값 차이는 단지 ±0.2%이었다. 그러나 옥시미터에 대해 제조업체가 주장

하는 1%의 정확도는 배경 수준(<2% COHb)을 결정하는데 받아들여질 수 없으

며 3.5%의 BEI에 근접한 측정은 신뢰성이 의심스럽다. 따라서 낮은 노출이 예

상되는 경우에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이 적절하다.7)

시료 채취 및 저장(Sampling and Storage)

당일 TWA 노출을 평가하기 위해서 혈액 시료는 적어도 노출 3시간 후에 수

행하며 근무 마지막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혈액 채취는 노출 중단 후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BEI에 적용할 수가 없다. 

응급상황에서 채취한 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헤파린 처리 용기의 정맥천자

로 얻은 전혈 시료는 불화나트륨과 함께 보존되어야 하며 일산화탄소의 발생과 

혈구 교환을 초래할 수 있는 박테리아 작용을 피하기 위해 4 ℃의 어두운 곳에 

보관해야 한다. 흡연과 작업적 및 비작업적 메틸렌클로라이드에 대한 노출은 모

두 모니터링되어야 한다. 현재 흡연자로부터 채취된 시료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적 노출 평가에 사용할 수 없다.

직업적 노출이 없는 경우의 생물학적 수준

(Biological Levels Without Occupational Exposure) 

다음은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적 노출이 없는 집단의 전형적인 COHb의 포

화수준이다.1, 8, 9)

•    내인성 생산(Endogenous production): 0.4~0.7%, 임신 중 2.6%까지 증가, 

용혈성 빈혈 환자에서 4~6%

•  도시 인구: 1~2%

•    도시 고속도로 통근자: 5% 이상(고속도로의 CO 농도는 평균 25ppm, 기온 역전 시 

100ppm까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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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 흡연자: 하루에 한 갑은 평균 5~6%, 하루에 2~3갑은 평균 7~9%, 시가는 

최대 20% COHb

•    메틸렌 클로라이드 노출: 8시간 동안 50ppm에서 1.5~2.5% COHb가 형성된다

(일산화탄소는 메틸렌 클로라이드의 대사산물이다).

동력학(Kinetics)

COHb의 농도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시작할 때 상승하기 시작한다. 급격

하게 시작해 3시간 노출 후엔 수평이 된다. 노출이 끝난 후 COHb는 반감기가 5

시간으로 감소한다. Coburn Forster Kane의 지수 방정식(CFK 방정식)10)은 

내인성 일산화탄소 생성, 폐의 확산, 폐포 환기, 혈액량, 기압, 폐 내의 일산화탄

소와 산소 분압과 같은 일산화탄소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생리 변수를 고려

하여 일산화탄소 노출 동안 혈액 내 COHb 농도의 상승을 설명하였다. 노출 기

간과 노출 농도에 대한 COHb의 관계는 실험 데이터에 의해 확인되었다.11, 12, 13, 

14, 15) 그러나 분당 환기량이 20 L를 초과하면 폐의 일산화탄소 흡수율은 감소

한다.16, 17, 18) 8시간 노출이 끝나고 COHb는 정상상태가 된다. 주위 공기 중 일산

화탄소 농도와 정상 상태에서의 COHb 포화도 사이의 관계는 다음 방정식으로 

설명된다.

위의 식을 다르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CO = 대기 중 일산화탄소 농도

%O2 = 폐포 공기 중 산소 농도(보통 14~15%)

COHb = 정상상태에서의 일산화탄소에 의한 헤모글로빈 포화 수준

a = 일산화탄소와 산소의 헤모글로빈 친화성의 비(보통 200~250)

Peterson과 Stewart13)는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39명의 자원봉사자들

에게서 COHb가 사라지는 것을 연구하였다. 노출량은 0.25~24시간 동안 

%O2
= =

O2Hb (100-COHb)

(a%CO) COHb COHb

[100 a(%CO)]
=COHb

[a(%CO)+%O2]

%O2
=%CO

(a%CO)

(100-COHb)

COHb

Wide www.kiha21.or.kr

Korean Industrial Health Association

노출평가를 위한 BEI 근거



1~1,000ppm의 범위였다. COHb 반감기는 평균 320분(범위, 128~409분)이

었고 혈액 내 COHb 수준, 노출 기간, 노출 횟수, 흡인 공기의 일산화탄소 농도에 

의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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