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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피부, 눈 및 상부 호흡기의 자극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산(Phosphoric 

acid)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를 1 ㎎/㎥, 그리고 TLV-STEL을 

3 ㎎/㎥으로 권고하였다.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인산 먼지나 인산 케이크에 의한 

피부 접촉은 특히 자극적이다. TLV-TWA의 권고수준은 산에 노출 경험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인후염을 일으키는 인산의 공기 중 농도보다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인산 노출에 순응된 노동자들에게 유발할 수 있는 농도보다는 훨씬 더 낮은 수준

이다. 피부(Skin), 감작성(SEN) 또는 발암성 경고표지(Notation)를 권고하기에

는 충분한 자료가 없다.

물리화학적 특성(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인산은 무색, 무취의 고체 또는 점성의 투명한 시럽 형태의 액체이며 어떠한 형

태이든지 연소성은 없다. 시약 등급(Reagent grade)의 인산(w/w)은 85~87%

이며, 이는 17 ㏖에 해당한다. 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1), 2)

인산의 포화 증기 농도는 TLV를 초과하는 수준이다.3) 인산은 오산화인(인산 

무수물)과 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다.4)

주요 용도(Major Uses)

인산은 비료, 세제, 식품 및 음료, 수처리, 산세 및 방청 금속 및 기타 여러 용

도로 사용되는,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물질이다. 

분자량(Molecular weight) 98.00

비중(Specific gravity) 18 °C에서 1.834

융점(Melting point) 42.35 °C

증기압(Vapor pressure) 20 °C에서 0.0285 torr

용해도(Solubility) 물에 잘 녹음

분해 생성물 213 °C로 가열하면 피로인산(H4P2O7)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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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상의 연구(Human Studies)

미국산업위생협회(AIHA)5) 지침에 따르면 인산은 질산이나 황산보다 유해성이 

적지만 섭취 시 부식성은 동일하다. Hawkins 등6)은 인산을 섭취한 사람이 19일 

후에 재발성 출혈로 사망한 것을 보고하였다. 부검 결과, 상부와 하부 소화관과 

췌장의 괴사가 확인되었다.

인산 미스트는 눈, 위, 호흡기관 및 피부의 경미한 자극을 유발한다. 인산 분진

은 습기가 있는 곳에서는 특히 피부에 자극적이다.5)

오산화인(Phosphorus pentoxide) 흄의 농도 범위가 0.8에서 5.4 ㎎/㎥인 

경우 흄이 눈에 띄기는 하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3.6에서 11.3 ㎎/㎥ 사이의 농

도 범위는 인산 노출에 순화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침을 유발하였지만 견딜 수 

있는 수준이었다. 순화된 노동자를 제외하고는 100 ㎎/㎥의 농도는 참을 수 없는 

수준이다.7)

TLV 권고(TLV Recommendation)

황산에 대한 유사한 경험과 자료(황산에 대한 최신 TLV 문서 참조)의 유추를 

근거로 인산에 대한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를 1 ㎎/㎥ 그리고 TLV-STEL

을 3 ㎎/㎥으로 권고하였다. TLV-TWA는 순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에게 인후염

을 유발하는 농도 이하이고, 순응된 노동자에게는 유발 농도보다 훨씬 낮다. 피

부, SEN 또는 발암성에 대한 경고표지를 권고하기에는 아직까지 충분한 자료가 

없다. 

TLV의 역사적 변화(Historical TLVs)

1960년~현재 : TLV–TWA, 1 ㎎/㎥

1976년~현재 : TLV–STEL,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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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서 설명하는 용어의 Full Name을 쓰시오.

「생명 또는 건강에 즉각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농도로서 그 이상의 농도에서 30분간 노출되면 사망 또는 회복이 불가능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이다. (IDLH)

 
[                                                                                        ]

특별관리물질의 CMR(Carcinogenicity, Mutagenicity, Reprodutive toxicity) 정보표기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다. 다음 물질에 대하여 독성분류 표기를 하시오.

연번 물질명(CAS No)

CMR물질 독성분류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1 포름알데히드(50-00-0)

2 산화에틸렌(75-21-8)

3 트리클로로에틸렌(79-01-6)

4 디메틸포름아미드(68-12-2)

5 카드뮴 및 그 화합물(7440-43-9)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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