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인자 13종에 

대해서는 작업장 내의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의 2)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강화

해당 유해인자 13종 중 6종의 유해인자는 실제 유해성·위험성에 비해 허용기준이 높다고 판단되어 

2016년 8월 18일 부터 그 기준이 강화됩니다.

※ 적용대상물질(6종)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벤젠, 이황화탄소, 카드뮴 및 그 화합물,  

트리클로로에틸렌, 포름알데히드

허용기준 이하 유지대상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장내의 노출농도 기준이 강화 됩니다! 

※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변경에 따라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8호)”도 
개정예정입니다.

T W A 란?  시간가중평균값(Time-Weighted Average)으로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한 평균노출농도

STEL이란?  단시간 노출값(Short-term Exposure Limit)으로 15분간의 시간가중평균값

2016-직업건강-563

| 유해인자별  노출농도의  허용기준  변경사항 |

유해인자

허용기준

변경 전 변경 후

TWA STEL TWA STEL

ppm mg/㎥ ppm mg/㎥ ppm mg/㎥ ppm mg/㎥

1. 납 및 그 무기화합물 0.05 0.05

2.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0.5 0.2

3. 디메틸포름아미드 10 10

4. 벤젠 1 2.5 0.5 2.5

5. 2-브로모프로판 1 1

6. 석면 0.1개/㎤ 0.1개/㎤

7.6가크롬 화합물
불용성 0.01 0.01

수용성 0.05 0.05

8. 이황화탄소 10 1

9. 카드뮴 및 그 화합물 0.03  0.01

10.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또는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
이트

0.005 0.02 0.005 0.02

11. 트리클로로에틸렌 50 200 10 25

12. 포름알데히드 0.5 0.3

13. 노말헥산 50 50

※ 9.카드뮴 및 그 화합물이 호흡성 분진인 경우 0.002mg/㎥ 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경고표지 작성기준

 

•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오존층 유해성 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를 제조,  

취급,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    변경된 기준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의 “2. 유해성·위험성” 항목과 경고표시  를  

2017년 4월 6일까지 변경하여야 합니다.



❶ 오존층 유해성 분류기준

가. 단일물질의 분류

구 분 구 분 기 준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따른 특정물질

나. 혼합물의 분류

구 분 구 분 기 준

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1호에 따른 특정물질을 적어도 한가지 이상
 0.1%이상을 포함한 혼합물

❷ 오존층 유해성 물질의 MSDS 및 경고표지 기재항목

구 분 1

그림문자

신호어 경고

유해·위험 문구 H420(대기 상층부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공공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함)

예방조치문구 P502(제조자/공급자가 제공한 재생용·재활용에 대한 정보를 참조하시오)

화학물질의 유해성 · 위험성 분류기준이
변경됩니다!

    국제기준 및 타 법과의 조화를 위해 2016년 8월 18일부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시행규칙 별표11의2) 중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 추가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1의2](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1.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가.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1) 폭발성 물질

                ：

16) 금속 부식성 물질

나.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
1) 급성 독성 물질

                ：

13)    오존층 유해성 물질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 
2. 물리적 인자의 분류기준 

                ：

3. 생물학적 인자의 분류기준

                ：

* 특정물질 : 트리클로로플루오르메탄(CFC-11), 디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CFC-12)등 96개

유해인자 분류기준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