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용접재료 (연강 및 50f㎏/㎟ 급 고장력강 용접재료)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제품의 권고 용도 :  조선, 교량, 철골, 건축, 차량 등 연강 및 50f㎏/㎟급 고장력강을 사용

하는 각종 구조물의 맞대기 및 필렛 용접봉임.

다.  제조자/ 수입자/ 유통업자 정보

회사명 :   제일용접봉

주 소 :   부산광역시 다대동 1509-14번지

작성부서 :   품질보증팀

TEL./FAX  :  (051) 264-5612/ (051) 264-5519

2.  유해성. 위험성

가.  유해성. 위험성 분류 :  표적장기.전신독성 물질(반복 노출) :  구분2

용접작업으로 인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아래의 것들이 있습니다.

 전류 :  전기 감전에 의한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사망 할 수 있습니다.

 용접흄과 가스 :  용접흄의 성분은 대부분 산화철 및 각종 중금속 흄이며 , 장기간 흡입하게 되는

경우 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는 오존,질소화합물, 

일산화탄소, 불화수소 등 다양하며 이중 오존이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오존은 특유의 비린내가 나는 가스로 다량으로 마시게 되면 두통,메스꺼움,흉부

통증과 목,코 등을 건조하게 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은 눈,코,목 등을 자극하고 기침, 흉부 통증을 유발하여 폐에 장기적

으로 영향을 끼칩니다.

 아크광선 :  용접 시 발생되는 아크광은 가시광, 자외선, 적외선 등이 있으며 강한 가시광은 시력

장애를 가져 올 수 있으며 자외선은 각막과 결막에 급성 염증을 유발하며 적외선에

의해 백내장이 생길 수 있다.

 아 크 열 :   아크 열에 의해 화상 및 화재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용접 후 용접 구조물에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그림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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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어 경고

유해위험문구 H373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노출

되면 진폐증 또는 비중격천공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예방조치문치문구

예방 P260 분진·흄·가스·입자를 흡입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대응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받으시오

저장 자료 없음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내용물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 해당 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들에 관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화학 물질명 CAS. No. 함유량(%) Spec

Silicon Dioxide 14808-60-7 1~2

AWS A 5.20E71T - 1C

Iron  & iron Oxide 7439-89-6 85~90

Manganese 7439-96-5 1.3

Aluminum Oxide 1344-28-1 0.2

Titanium Dioxide 13463-67-7 5~7

Magnesium Oxide 1309-48-4 0.4

ZirconIum Silicate 7440-42-6 1.0

Sodium Silicate 1344-09- 8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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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급조치 요령

용접작업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 시에는 즉시 병원에 연락하여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앞서 응급조치 요령은 다음과 같다.

가. 눈에 들어 갔을 때 : 절대 문지르지 말고 흐르는 물에 씻어 내십시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용접 도중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의복을 벗기지 말고 그 위에 얼음

찜질을 하고 바로 의사에게 진찰 받도록 하시오.

다. 흡입했을 때 : 용접 중에 발생하는 흄, 이산화 질소,일산화 탄소 등을 다량으로 흡입했을 경우

바로 신선한 공기가 있는 장소로 옮기시오. 

폐쇄된 장소에서 산소 결핍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선한 장소로 바로 이동하시오.

호흡하지 않는 경우 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호흡이 힘든 경우 산소를 공급하시오.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라. 먹었을 때 :  해당 없음



5.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

용접재료 자체는 인화성,폭발성,가연성,자연발화성은 없으나 용접 시에는 아크불꽃 및 스패터가

주위의 인화성,가연성 및 폭발 위헙성 물질에 인화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작업장내의 환기를 충분히 시켜야 합니다. 화재 시에는 분말소화제,정규 포말소화제 또는 물을

이용하여 진화합니다.

6.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해당 없음

마. 감전됐을 때 : 전기적 쇼크를 받았을 때 바로 전원을 차단하고, 감전된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 시키시오.

감전된 사람이 의식이 없거나 반응이 없으면, 바로 기도를 확보하고 인공

호흡을 실행하고 맥박이 뛰지 않으면, 심폐 소생술을 실시하시오.

바.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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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취급 및 저장 방법

가. 안전취급 요령

감전 방지 대책

용접중인 와이어는 접촉하지 않아야 됩니다.절연성이 있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구멍이

나거나 젖어 있는 장갑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용접작업장 내에서는 절연화를 착용해야 합니다.

와이어의 선단,용접봉 케이블 심선,용접기 단자 등에 접촉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체에 접촉되어 있는 곳에서는 젖어 있는 작업복을 입지 않아야 합니다.

용접기 사용 전에,용접기의 취급 설명서를 잘 숙지하고,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적절한 용량의 용접 케이블 사용하고,보수 점검 및 훼손되어 있는 케이블 등은 수리 및 교환하

여야 합니다.

화재.폭발 방지대책

스패터가 가연물이나 인화성 액체가 있는 곳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위험 물질

을 제거하고 제거하기 불가능 할 경우 불연성 재질의 덮개로 물질을 덮어야 합니다.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나 인화성 액체가 들어 있는 용기나 파이프 혹은 밀폐된 용기나 파이프 등은

용접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은 곳에 있는 가연물질이나 인화성 액체 등을 미리 제거하여야 합니다.
용접 작업장 근처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나. 안전한 저장 방법

서늘하고 건조하며 환기가 원활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물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의 적재는 평탄한 장소에 하여야 하며 3 파렛트 이상 적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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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출 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생물학적 노출기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의 고시에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이 규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영,규칙 및 보건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며,이와 같은 노출기준은 미국산업

위생전문가협회(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ACGIH)에서

매년 채택하는 노출기준(TLVs)을 준용한다

화학성분 CAS No. OSHA-PEL TWA(mg/m³) ACGIH TLV TWA(mg/m³)

Iron & Iron Oxide 7439-89-6 10.0 5.0

Manganese 7439-96-5 5.0 0.2 

Silicon Oxide 7631-86-9 5.0 3.0

Titanium Oxide 13463-67-7 15.0 10.0

Aluminum Dioxide 1344-28-1 5.0 10.0

Calcium Oxide 1305-78-8 5.0 2.0

Molybdenum 7439-98-7 5.0 0.5

Chromium Oxide 1308-38-9 0.5 0.5

Magnesium 1309-48-4 15.0 10.0

Silicone 744021-3 5.0 10.0

Zirconium 7440-67-7 5.0 5.0

Nickel 7440-02-0 1.0 0.1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용접 흄과 같이 그 발생원이 국부적인 경우는 흄이 작업장 공간에 확산한 다음 대처하는

것보다는 발생원 근방에서 국소배기장치로 흡입,포집하여 제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입니다.

 자연환기 방법 : 흄의 발생농도가 낮고, 용접작업자 2인당 공간이 284m³ 이상이며 실내공간

의 천장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 적용합니다. 흄이 작업자의 호흡영역을 지나가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 밀폐된 공간이 아닌 경우는 자연환기를 사용하여 희석합니다.

 국소환기 방법 : 작업공정 및 용접재료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형태를 선정하여 설치합니다.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국소급기와 국소배기가 결합된 국소 환기 형의 설치를

적극 검토합니다. 국소배기 장치는 가급적 작업자에 가깝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용접

지점에서 가장 먼 장소의 용접범위에 충분하고, 노출기준을 넘지 않는 환기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국소배기 장치는 흄을 제거하는 방식으로는 가장 유효하나 제어풍속이 너무 커지

면 보호가스의 교란에 의해 용접 결함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정 제어속도를 설정

하도록 합니다. 각 사업장에 기 설치되어 있는 국소배기 장치 중 닥트 파손 등으로 인한

누기, 공기정화 장치의 관리불량으로 인한 압력손실의 증가 등으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실시

하고, 작업 중에는 반드시 가동토록 합니다.

 이동식 국소배기 장치 : 선체조립이나 탱크 내 작업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할 때 사용

합니다. 송기와 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배치하여 필요 시 항상

가동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작업장으로 용접 흄이 배출되는 경우는 이동식 집진 설비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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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환기 장치 : 팬, 송풍기 등과 같이 동력을 이용하여 용접작업장 전체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작업장이 비교적 작은 경우에 유효합니다. 정체하고 있는 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병행류에 의한

푸시풀(Push-Pull)환기 방식의 적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체 환기는 각 현장의 특성에 따라 설계

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다.  개인 보호구

용접작업 시 사용되는 보호구는 노동부 고시 제2004-49호 에서 규정하는 KS 인증된 제품을 사용

하십시요.

호흡기 보호 : 용접 시 발생하는 흄이나 유해가스의 흡입방지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마스크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1. 방진마스크 : 통풍, 환기가 나쁜 장소에서 용접 작업 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사용 후

에는 반드시 분진의 제거나 건조 등의 손질을 합니다.

2. 방독마스크 : 탱크내부 등 좁은 장소에서 환기가 불충분하면 방독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차광

안경과 병용할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선정합니다. 방독마스크의 제독작용을 하는 정화 통은

대상 유해물에 따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3. 송기 마스크 : 자연대기를 이용한 호스마스크와 압축공기를 이용한 에어라인 마스크중 보통

에러라인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 보호 : 용접 아크 속의 자외선 및 스패터로 부터 눈 보호를 위해 필터 스크린이 부착된 안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안면 전부를 덮는 헬멧 장착형이나 핸드 실드형이 있습니다. 용접종류

에 따라 차광도 번호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플럭스코어드와이어는 11-12를 선택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체보호 : 스패터, 슬래그 등에 의해 피부 화상을 방지하고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의

보호구를 착용하고 용접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1. 앞치마 : 작업 중 가슴에서 대퇴부를 보호하는 것으로 피혁제품이 바람직합니다.

2. 보호장갑 : 감전방지 및 화상방지를 위한 것으로 피혁제품이 적합하며, 안에 면장갑을 끼는

것이 효과적이다.

3. 절연안전화 : 감전,화상방지 및 외부 충격으로부터 발을 보호하기 위해 전기적 절연성이

우수한 안전화를 착용한다.

9. 물리,화학적 특성

1) 외관

성상 : 고체이며,코일형

색상 : 검은색

2) 냄새 : 무취

3) 냄새 역치 : 자료 없음

4) Ph : 자료 없음

5) 녹는점/어는점 : 자료 없음

6)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자료 없음

7) 인화점 :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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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증발소도 : 자료 없음

9) 인화성(고체,기체) : 해당 없음

10)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해당 없음

11) 증기압 : 자료 없음

12) 용해도 : 자료 없음

13) 증기밀도 : 자료 없음

14) 비중 : 자료 없음

15) n-옥탄올/물 분배계수 : 해당 없음

16) 자연 발화 온도 : 자료 없음

17) 분해 온도 : 자료 없음

18) 점도 : 해당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보관상태에서는 인화성, 폭발성, 자연발화성,산화성,급성독성 및 자극성 등의 반응성이 없는

화학적으로 안전성이 있는 물질임.

나. 피해야 할 조건

강력한 화재

다. 피해야 할 물질

강력한 화재에 의해 녹아 내릴 수 있습니다.

라. 분해 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용접 시에는 아크의 고열에 의해 용접봉이 용융 분해되어 CO, CO₂, O₃, 질소화합물과 철산화

물이 생성된다.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분진,흄 및 가스등에 의한 급성 장애 로서는 눈, 코, 목에 통증,두통,현기증,호흡곤란과

가슴통증 등이 있습니다.

나. 건강 유해성 정보

급성독성

경구 : 자료 없음

경피 : 자료 없음

흡입 : 자료 없음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호흡기 과민성 : 장기간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용접 진폐증을 일으킬 수 있다.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노동부 고시 :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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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생식세포변이원성 : 자료 없음

생식독성 :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자료 없음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자료 없음

흡입 유해성 :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당 없음

13. 폐기 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사용 후 남은 용접재료를 야외에 장기간 방치 시 토질,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폐기물

을 모아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폐기하며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폐기 하여야 합니다.

나. 폐기 시 주의사항

자료 없음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UN No.)                                 UN 운송위험물질 분류정보가 없음

나. 적정 선적명 자료 없음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자료 없음

라. 용기등급 자료 없음

마. 해양오염물질 자료 없음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수단에 관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

비,눈이 오거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침수,침습 방지초치를 하여야 합니다.

제품이 손상되지 않도록 심한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운반 시 흔들림으로 인한 낙하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제1항,

제92조의 2,9 별표1의 2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노동부고시 제200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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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자료 없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국내규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해당 없음

국외규제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해당 없음

EU 분규정보(확정본류결과)                        해당 없음

EU 분규정보(위험문구)                            해당 없음

EU 분규정보(안전문구)                            해당 없음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기준(노동부고시 제2009-68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고시 제2010-44호)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1-15호)

Fume and Gases in welding Environment (AW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 Toxic and Hazardous Substance

1910.1000 : Air Contaminants

1910.1000, Table Z-1 : Limits for Air Contaminants

1910.1000. Table Z-2 : Limits for Air Contaminants

1910.1000, Table Z-3 : Mineral Dust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for Shipyard Employment : Toxic& Hazardous Substance

1915.1000 : For Air Contaminants                                   

나. 최초작성일 :  2011.06.16  

다. 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개정횟수 : 0 회

최종개정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