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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순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흡입시험연구부 연구위원

화학물질 흡입독성시험 결과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반영(2018년) 

1. 안전보건공단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흡입독성연구센터는 공단 내 산업안전보

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소속 부서로 국내 최초 만성·발암성 흡입독성시험

시설을 갖춘 시험·연구기관이다. 흡입독성시험시설의 설립 목적은 독성 미확

인 화학물질의 만성·발암성 규명과 유해성 평가를 통한 노동자 건강보호를 목

적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급성, 아급성, 아만성 및 만성·발암성 흡입독

성시험을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흡입독성시험의 결과는 화학물질의 발암성 유

무 확인, 동물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활용하여 노동자에게 미칠 수 있는 유·

무해 영향을 평가하여 작업환경 노출기준 설정이나 직업병 판정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실험은 설치류 실험동물(랫드 및 마우스)을 이용하여 OECD(경제협력개발기

구,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시험 가이

드라인,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 국립환

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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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시험기준」 등에서 제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하고, 기관 내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시험에 대해서만 동물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2. 흡입독성시험 시험물질 

화학물질의 흡입독성시험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 3 ‘유해성·

위험성 평가대상 선정 기준’ 등에 의거하여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물

질을 대상으로 시험물질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결과 생산·

유통량이 많은 화학물질 중 근로자에게 건강 유해성이 있다고 예측되는 물질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의 3에 의한 노출 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

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

는 등 유해성·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물질

3.   화학물질의 용도, 흡입 및 피부노출, 잔류성, 생물확장성 등으로 인해 사람과 환

경에 장기간 축적되거나 중대한 유해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물질

4. 노출 근로자 수가 많거나 민감 근로자 집단이 노출될 수 있는 물질

5. 국제협약 등과 관련이 있어 시험이 필요한 물질

6. 유해성·위험성시험 평가 수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물질

7. 유해성·위험성시험 평가 수행이 가능한 물질

8. 현재까지 유해성·위험성시험 평가가 수행되지 않은 물질 

또한, 선정된 물질은 국내 유통량이 많은 물질, 취급 근로자 수가 많은 물질,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가 높게 예측되는 물질, 흡입독성을 실시할 경우 화학물

질의 물리적 특성(증기압, 끓는점, 비중 등)이 흡입 노출 위험을 가중시키는 물

질, 화학물질의 물리화학적 특성(증기압, 끓는점, 비중, 점성, 부식성 등)을 고

려하여 흡입독성시험이 가능한 물질, 국내·외 연구기관의 GLP 수준의 독성시

험 결과가 없는 물질, 국내·외적으로 독성 평가 자료가 없거나 부족하여 유해

성 평가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물질, 유해성·위험성시험 평가에 대한 사

회적 요구도가 높은 물질 등의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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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흡입독성시험 결과의 2018년 물질안전보건자료 반영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제공을 통해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위험성 정보를 제공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흡입독성연구센터는 2017년 수행한 흡입시험 중 최종 검토가 끝난 시험 결

과에 대해 2018년 MSDS 자료에 급성흡입독성 3개 물질, 아급(만)성 흡입독성 

3개 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분류 정보 및 독성에 관한 정보를 반영(또는 

예정)하였다. 반영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분류에 대한 세부 내용은 고용노동

부 고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별표 1을 

참조하면 된다. 

1. 급성 흡입독성시험 

급성독성의 분류는 랫드를 이용한 결과를 우선 적용하기 때문에, 자료가 부

족한 경우에만 마우스의 결과를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시험 결과의 

연번 물질명(CAS No.) 시험 결과 MSDS 반영 내용

1
1-Methylnaphthalene 

(CAS No. : 90-12-0)

▪ 랫드 급성흡입독성

  : LC50 5.0 ㎎/ℓ 초과 

  ※ 미스트, 4시간 노출

▪ 마우스 급성흡입독성

  : LC50 5.0 ㎎/ℓ 초과

  ※ 미스트, 4시간 노출

▪   MSDS 2번 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독성(흡입) - 분류되지 않음

▪   MSDS 11번 항 독성에 관한 정보                                           

: 급성독성(흡입) - 미스트 LC50≥5.0 ㎎/ℓ 4hr rat, LC50≥5.0 

㎎/ℓ 4hr mouse, OECD Guideline 436(산업안전보건연구원 

GLP 독성 시험, 2017)

2

2,6-Di-tert-butyl-p-

cresol

(CAS No. : 128-37-0)

▪ 랫드 급성흡입독성

  : LC50 2.0 ㎎/ℓ 초과 

  ※ 분진, 4시간 노출

▪ 마우스 급성흡입독성

  : LC50 0.05 ㎎/ℓ 미만

  ※ 분진, 4시간 노출

▪   MSDS 2번 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독성(흡입) - 자료 없음

▪   MSDS 11번 항 독성에 관한 정보                                              

: 급성독성(흡입) - 분진 LC50>2.0 ㎎/ℓ 4hr rat, LC50≤0.05 

㎎/ℓ 4hr mouse(산업안전보건연구원 GLP 독성 시험, 2017)

3
o-Methylcyclohexanol

(Cas No. : 583-59-5)

▪ 랫드 급성흡입독성

  : LC50 3.2 ㎎/ℓ 초과

  ※ 미스트, 4시간 노출

▪ 마우스 급성흡입독성

  : LC50 3.8 ㎎/ℓ 초과

  ※ 미스트, 4시간 노출

▪   MSDS 2번 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 급성독성(흡입) - 자료 없음

▪   MSDS 11번 항 독성에 관한 정보                                           

: 급성독성(흡입) - 미스트 LC50>3.2 ㎎/ℓ 4hr rat, LC50>3.8 

㎎/ℓ 4hr mouse, OECD Guideline 436(산업안전보건연구원 

GLP 독성 시험, 2017)

<표 1> 급성 흡입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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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이 모호한 경우 후속 연구를 통해 LC50 값 및 급성독성 분류를 결정하기 

위해 검토를 보류하고 독성정보는 표시하지만, 분류는 ‘자료 없음’으로 표현하

였다. 

2. 아급(만)성 흡입독성시험 

연번 물질명(CAS No.) 시험 결과 MSDS 반영 내용

1
PHMG·HCl

(Cas No. : 57028-96-3)

▪   랫드 아만성 반복흡입독성

  - NOAEL 0.13 ㎎/㎥ 이하 

     (BMD10 0.058 ㎎/㎥)

   ※ 미스트, 90일, 반복 전신 흡입노출

단위	환산

0.13 ㎎/㎥=0.00013 ㎎/ℓ

0.058 ㎎/㎥=0.000058 ㎎/ℓ

✽1 ㎥=1,000 ℓ

▪   MSDS 2번 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 구분1

▪   MSDS 11번 항 독성에 관한 정보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 아만성 

반복흡입독성(미스트, 90일, 반복 전신흡입노출) 

NOAEL 0.13 ㎎/㎥이하(BMD10 0.058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GLP 독성시험, 2017)

2
Cyclohexanone 

(CAS No. : 108-94-1)

▪   랫드 아만성 반복흡입독성

   - NOAEL 100ppm (간)

   - NOAEL 250ppm (신장)

   ※ 증기, 90일, 반복 전신 흡입노출

단위	환산

100ppm=0.401 ㎎/ℓ

250ppm=1.00 ㎎/ℓ

✽분자량 : 98.14, 1몰의 부피 : 24.45ℓ 

   (25 ℃, 1기압)

▪   마우스 아만성 반복흡입독성

   - NOAEL 625ppm 이상 

   ※ 증기, 90일, 반복 전신 흡입노출

단위	환산

625ppm=2.51 ㎎/ℓ

✽분자량 및 온도, 압력 조건 상동

▪   MSDS 2번 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 구분2(간, 신장)

▪   MSDS 11번 항 독성에 관한 정보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 아만성 

반복흡입독성(증기, 90일, 반복 전신 흡입노출) 

NOAEL 100ppm(rat-간), NOAEL 250ppm 

(rat-신장), NOAEL 625ppm 이상(마우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GLP 독성시험, 2017)

3
1-propanol

(CAS No. : 71-23-8)

▪   랫드 아급성 흡입독성

   - NOAEL 1,600ppm 이상 

   ※ 증기, 28일, 반복 전신 흡입노출

단위	환산

1,600ppm=3.933 ㎎/ℓ

✽분자량 : 60.1, 1몰의 부피 : 24.45ℓ 

   (25 ℃, 1기압)

▪   마우스 아급성 흡입독성

   - NOAEL 1,600ppm 이상 

   ※ 증기, 28일, 반복 전신흡입노출

단위	환산

1,600ppm=3.933 ㎎/ℓ

✽ 분자량 및 온도, 압력 조건 상동

▪   MSDS 2번 항 유해성·위험성 분류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노출) - 분류되지 않음

▪   MSDS 11번 항 독성에 관한 정보

    : 아급성 흡입독성(증기, 28일, 반복 전신 

흡입노출) - NOAEL 1,600ppm 이상(rat), 

NOAEL 1,600ppm 이상(mouse), 

(산업안전보건연구원 GLP 독성시험, 2017)

<표 2> 아급(만)성 흡입독성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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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독성의 평가 시 90일 시험자료를 우선하기 때문에 28일 시험자료의 평

가는 그 결과 값을 3배하여 적용한다. 1-propanol의 경우, 구분2(증기, rat)

에 대한 기준 값의 범위는 [0.6 ㎎/ℓ≤ 농도 < 3.0 ㎎/ℓ]이며, 실험 결과값이 

NOAEL > 3 ㎎/ℓ이므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4. 맺음말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흡입독성연구센터는 유해성·위험성 정보 제공 등을 통

하여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기여하고자 지속적인 흡입독성시험(연구)

을 진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시험(연구)의 일부는 2019년에 MSDS 반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급성 및 아(급)만성 시험 외 발암성 흡입독

성시험도 함께 진행 중이며 향후 이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을 거친 후 

유해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그 활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근로자의 알 권리 충족, 유해물질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화학물질의 사용량 증가와 유해성 자료의 부족, 화학물질 관

리의 국제적 흐름 등에 의해 도입된 MSDS는 단순 정보전달이라는 기능적 한

계, 영업비밀, MSDS 관련 전문화 요구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은 있지만, 사업

장과 노동자 모두 큰 관심을 가지고 MSD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전한 작

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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