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롬(Chromium)

―
―
―
―
―
―
―
―
―

일반사항
지표면에 널리 분포되어 있음(주로 3가로 존재)
6가크롬은 유기물질에 의해 3가크롬으로 쉽게 환원됨
일반적으로 6가크롬은 3가크롬보다 수용성이 좋아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좋음
지표수의 크롬 함유량은 산업활동 정도를 반영함
흡연은 실내공기중 크롬농도를 실외보다 10~400배 높일 수 있음
주요 섭취원은 음식, 먹는물을 통한 섭취는 25㎍/L이상일때 실제적으로 기여함
5)
총섭취량중 음식기여분이 93~98%, 물기여분이 1.9~7%, 공기기여분은 무시가능
자연상태 지표수의 총크롬농도 : 0.5~2㎍/L
잠정적 권장치 : 0.05mg/L

―
―
―
―
―

물질의 성질
물리적 성상 :
밀도(g/㎤) : 7.14
녹는점(℃) : 1,875
끓는점(℃) : 2,672
수용도 : 불용성

―
―
―
―
―
―

유해성
6가크롬은 세포막을 즉각적으로 관통하나 3가크롬은 그렇지 않음
6)
주로 간, 신장, 비장, 골수에 축적되는데 화학적 형태에 따라 분배율은 다름
6)
3가크롬은 낮은 흡수율로 인해 대부분 대변으로 배설됨
급성노출 : 위장관장애, 출혈성소질, 경련 등 심한 극성증상 초래, 심장혈과쇼크시 사망
6)
LD50 : 20~250mg/체중kg(6가크롬), 185~615mg/체중kg(3가크롬)
장기노출 : 먹이소비, 체중증가율, 조직의 거시적/미시적 외관 이상 없음 7)
돌연변이성
1) 6가크롬 : 염색체 변이, 엽록분체간의 교환 같은 유전독성 효과가 증가 6)
2) 3가크롬 : 없음

※ 발암성
― 직업적인 6가크롬화합물 노출은 호흡계암을 유발 2,8)
― IARC 분류 : 6가크롬으로서 1그룹(인간에게 발암물질)
3가크롬으로서 3그룹(인간에게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음)
― 소화기를 통한 카드뮴섭취가 발암성이라는 증거없음

용도
― 가죽가공산업, 촉매생산, 색소와 페인트, 곰팡이제거제, 요업과 유리공업, 사진,
크롬합금과 크롬금속생산, 크롬도금, 부식방지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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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