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Iron)

일반사항
지표에 존재하는 두번째로 흔한 물질(약 5%차지)
1,2)
원소상태보다는 주로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
철농도가 0.3mg/L이상이면 세탁물얼룩이 생기거나 하수관이 막힐 수 있음
미생물성장(철세균)을 촉진시켜서 미끈미끈한 피막을 형성하게 함 3)
혐기상태의 지하수에서는 2가 형태로 존재(0.5~10mg/L) 4)
정수장에서 응집제로 철염을 사용하거나 배관(강철,철강,철도금파이프)사용시 농도증가
헤모글로빈, 미오글로빈, 햄(haem)을 포함하는 효소의 일부로 가장 많이 존재, 비장,
4)
간, 골수, 가로무늬근에 페리틴(ferritin)과 헤모시더린(haemosiderin)으로서 체내에 저장
11)
― 1일 최대섭취허용량 : 0.8mg/kg
― 보건에 기초하여 철에 대한 권장치는 제안된 바 없음
―
―
―
―
―
―
―

―
―
―
―
―

―
―
―
―
―
―
―
―

물질의 성질
물리적 성상 :
비중 : 7.86(25℃),
녹는점 : 1,535℃
끓는점 :
수용도 :

유해성
인간에게 필수영양소(1일최소요구량 :10~50mg) 12)
주로 음식을 통해 섭취(10~14mg), 물의 기여분은 0.6mg(먹는물로서 0.3mg/L일 경
십이지장과 공장(jejunum)의 윗부분에서 흡수됨
7)
과다 섭취된 철은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방향으로 조절됨
1일 철손실량은 1mg정도, 주로 세포의 탈피때문이며 2/3은 위장관에서 나머지는 피부
서 발생, 소변과 땀을 통한 손실은 무시할 정도임 8)
9)
성인여자는 월경으로 매달 15~70mg의 추가적 철손실분이 있음
철의 독성효과 : 조울증, 빠르고 짧은 호흡, 혼수, 경련, 호흡중지, 심박동정지
철염으로서 경구 LD 50
1) 마우스 : 300~600mg/체중kg 2) 래트 : 800~2,000mg/체중kg

10)

※ 발암성
― IARC 분류 : 동물에게 발암성 : 철덱스트란복합물 (Iron dextran complex)을 반복적으로
12)
피하주사나 근육주사할 경우 발암성이 있다고 간주

―
―
―
―

용도
토목, 건축재료, 배수파이프
산화철로서 페인트와 플라스틱의 색소로 사용
화합물로서 식품색소, 철분제(처방)
철염으로서 수처리 응집제

취급시 주의사항
 취급 또는 작업시는 양압자급식호흡용보호구(positive pre- ssure self-contained breathing
apparatus)를 착용하고 고글형보안경, 내화학성보호의, 고무(또는 네오프렌)재질의 장갑
및 고무장화 등을 착용하여 단기적인 접촉 및 반복적이고 장기적인 노출을 피할 것.
 작업중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흡연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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