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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
1. 제품 및 회사 정보
제품 이름

： BKD-11R

회사 명

： NIKKO YOZAI MFG., CO.,LTD.

주소

： No.10-1, MINAMI 4-CHOME, KISABE, KATANO, OSAKA

담당부서

： 품질보증부

전화 번호 ： 072-891-1335
FAX 번호 ： 072-892-7501
긴급 연락처 및 전화 번호 ： 상동

2. 유해 위험성의 표시
GHS 분류 및 표지 요소
GHS 분류
건강유해성
눈에 심각한 손상 / 눈 자극성 구분 2
생식 세포 변이원성 구분 2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일 노출） 구분 1 신장, 호흡기, 전신독성
특정 표적 장기 독성（단일 노출） 구분 3 호흡기자극
※ 상기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위험분류는 본 제품에는 해당 되지 않는다.
라벨표시
그림표시 또는 기호

느낌표
건강유해성
위험 신호 어
위험
유해성 정보
유해 물질
강한 눈 자극
흡입 시 알레르기 반응으로 천식 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유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다.
암을 유발할 수도 있다.
생식능력에 이상을 유래할 수도 있다.
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신장 호흡기 전신독성.
호흡기에 자극을 줄 수 있다.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에 의한 장기의 장해 예：흡입
장기간 또는 반복 노출에 의해 호흡기나 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주의사항
안전대책
SDS 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적절한 보호구(보안경, 호흡보호구, 안전신발 등)를 착용 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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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
취급 후에는 손을 씻으시오.
옥외 또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서 사용하시오.
응급조치
삼킨 경우

： 즉시 의사에게 연락을 하시오.
입안을 물로 헹굴 것.

피부에 묻었을 경우 ：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불편함을 느낄 때는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오염된 의복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엔 세탁을 하시오.
피부자극 또는 발진이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오.
눈에 들어갔을 경우

： 몇 분간 물로 조심스럽게 씻으시오. 만약, 컨텍트 렌즈를 착용한 경우 가능한 경우
렌즈를 제거해 주시오. 제거한 후에도 계속 씻으시오.

흡입했을 때

： 피해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편한 자세로 안정을 취한다.

눈에 대한 자극이 지속되면 의사의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것.
불편함을 느낄 때는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호흡기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엔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심하게 노출 되었거나, 불편함을 느낄 때는 의사에게 연락하시오.
폐기
내용물과 용기를 국제/국가/시-도/지역의 규정에 따라 폐기하시오.
아크 용접에 대한 유해성 정보
아크 용접에서는 흄, 가스, 유해 광선(강한 가시광선, 적외선 및 자외선) 및 스패터, 슬래그 등이 발생한다.
용접 작업 및 이로 인한 인체의 장해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먼지, 흄과 가스에 대해서는 "11. 독성에 관한 정보"를 참조
하십시오.
전격 ：

감전에 의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흄

연기를 다량으로 흡입했을 때 금속 열이라고 불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

또한 장기간 흡입하면 진폐증에 걸릴 수도 있다.
가스 ：

가스에 의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통풍이 불충분 한 장소에서의 용접
작업은 산소 결핍의 위험이 있다. 서브머지드 용접은 가스에 의한 자극적인
냄새를 느낄 수 있다.

유해 광선 ：

차광 광도가 낮은 필터를 사용한 차광 보호구를 착용하고 용접을 하면 자외선에
의한 급성 장해로 안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적외선은
백내장, 망막의 열 손상 등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스패터, 슬래그, 아크열 등 ：

비산하는 스패터와 슬래그에 의해 눈을 손상시킬 수 있다. 스패터,
슬래그 용융 금속 아크 열 등에 의해 화상이나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용접 직후의 뜨거운 용접물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용접 재료 취급시 위험 정보
・ 피복 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를 건조 창고, 건조 오븐에서 취급 할 때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 와이어 및 필러막대 끝이 눈이나 얼굴에 닿으면 상처를 초래할 수 있다.
・ 플럭스를 취급 시 분진을 다량 흡입하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 또한 장기간 흡입하면
진폐증에 걸릴 수 있다.
・ 용접 재료의 전도, 낙하, 적하물 붕괴 등으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다.

3. 성분 및 함유량
단일・혼합물의 구분
혼합물
유해 성분
"노동 안전 위생법 제 57 조의 2" 의 통지 대상 물질
성분
크롬 및 그 화합물

정령번호

CAS No.

농도(%)

142

－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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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화학 물질의 환경으로의 배출량 파악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화관법)"의 첫번째 종 지정 화학 물질 및 그 함량 (%)
성분

정령번호

CAS No.

농도(%)

87

－

12

크롬 및 삼가 크롬 화합물
（크롬으로 함유율）

4. 응급 처치
각종 장애에 대한 응급처치는 다음과 같지만, 응급처치 후 필요에 따라 신속한 의사의 진단을 받는다.
인공호흡, 심장 마사지 등의 응급 처치 교육은 적십자사나 소방서 등에 의뢰할 것을 권장한다.
흄 · 가스 · 분진에 의한 장애 ：
・ 호흡 곤란을 일으킨 경우는 호흡 보조를 한다.

눈의 장해 ：

・ 이물질이 눈에 날아든 경우는 절대로 문지르지 말고 물로 씻는다.
・ 통증을 느끼는 경우 눈을 식힌다.
화상：
・ 빠르게 환부를 식힌다.
・ 옷에 불이 붙은 경우 뜯어내지 말고, 그대로 옷 위에 찬물을 부어 식힌다.

감전：

・우선 전원을 끄고 피해자를 전기 회로에서 떼어 놓는다.

・피해자의 의식이 없거나 반응이 둔한 경우 먼저 기도를 개방한다.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 호흡을 실시한다. 또한 맥박이 없는 경우 심장마사지도 실시한다.
산소결핍：
・탱크 내부나 구덩이 바닥에서의 산소 결핍 재해는 피해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킨다.
・피해자의 의식이 없거나 반응이 둔한 경우 먼저 기도를 개방한다. 기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호흡이 없는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또한 맥박이 없는 경우 심장마사지도 실시한다.
열 사 병 ：
・피해자를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다. 물을 마시게 한다.

5. 화재시의 조치
적절한 소화제：화재 상황에 적합한 소화제를 사용한다.

6.누출 시 대처방법
일반적인 환경에선 고체이며, 누출되지 않는다.

7. 취급 및 보관상의 주의
감전방지대책：
・용접 중의 피복 아크 용접봉 및 와이어 (TIG 용접 제외)는 전기가 흐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지지 않는다.
・절연 장갑을 사용한다. 손상되거나 젖은 장갑은 사용하지 않는다.
・용접 작업장 내에서는 절연 안전화를 착용한다.

・피복 아크 용접봉 와이어 (TIG 용접 제외)및 용접용 케이블 심선, 용접기 단자 등을 만지지 않는다.
・도전체에 닿기 쉬운 장소 에서는 젖은 작업복을 착용하지 않는다.
・용접기 사용 전에 용접기의 취급 설명서를 잘 읽고, 주의 사항을 지킨다.

・적절한 용량의 케이블을 사용하며, 보수 점검을 실시하고 손상된 케이블 등은 수리 또는 교환한다.
화재 · 폭발 방지 대책 ：
・비산하는 스패터가 가연성 물질, 인화성 액체 등에 닿지 않도록 격리 조치 한다. 격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연성 커버 등으로
인화성 물질을 덮는다.

・내부에 인화성 물질, 인화성 액체 등이 들어간 용기나 파이프 그리고 밀폐된 용기나 파이프는 용접을 하지 않는다.
・용접 중 또는 용접 직후의 뜨거운 용접물에 가연성 물질, 인화성 액체 등을 접촉하지 않는다.

・천장, 바닥, 벽 등의 용접 시 숨겨진 측면에 가연성 물질, 인화성 액체 등을 제거한다.

・케이블의 접속부는 확실하게 단단히 조이는 것과 동시에 격리한다. 또한 모재측 케이블은 최대한 용접하는 장소
근처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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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작업장 근처에 소화기를 설치한다.

・페일팩은 용접 스패터 등에 의해 점화 가능성이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겉면에 난연성 캡을 씌우거나 방화 시트를 사용하는
등의 예방 조치를 취한다.
용접재료 취급 시 장해 방지 대책
・피복 아크 용접봉 및 플럭스를 건조 창고, 건조 오븐에서 취급 할 때, 내열성 장갑을 사용한다.

・용접 재료를 다룰 때, 가죽 장갑과 보호 안경을 착용한다. 또한 플럭스를 취급 할 때는 방진마스크도
함께 착용한다.
・용접 재료의 운반 및 취급 시 안전화를 착용하고, 낙하 및 요통에 주의한다.
・와이어의 지단부를 분리 할 때 그 선단부에서 손을 떼지 않는다.
・와이어 송급 상태 등을 볼 때 등 용접 토치의 끝을 얼굴로 향하지 않는다.
・용접부 이외의 와이어 (TIG 용접 제외)가 용접 중에 모재, 송급 장치 등 비 절연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보관상의 주의
・용접 재료는 물에 젖지 않게 습한 장소는 피하고 실내에 보관한다. 그때 지상에 직접 두거나 벽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용접 재료는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 물질과 격리시켜 보관한다.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1979 년 4 월에 공포 된 “분진 장해 방지 규칙”에 따라 아크 용접 작업자는 “분진작업” 항목의 규칙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
공학적 관리 ：
・실내의 용접에서는 전체 환기장치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장치 (국소 배기장치, 푸시풀형 환기장치 등)를
설치한다.
・또한 분진 장해 방지 규칙 제 11 조 (국소 배기장치의 요구사항)는 후드 형식마다 제어 풍속이 규정되어 있지만,

용접 작업에서 이만큼의 흡입 풍속을 얻으려고 하면 용접 아크 부근에서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용접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용접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풍속의 흡입 장비도 흄의 흡입에 효과적이다.

호흡기 보호 대책 ：
・먼지, 흄과 가스를 직접 흡입하지 않도록 호흡 보호구를 착용한다. 그 때, 발생원으로부터 머리를 피하고 풍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호흡 보호구를 착용 할 때 얼굴과 보호구를 최대한 밀착시킨다.

・통풍이 불충분 한 장소에서 용접이나 도금된 강판, 도장된 강판 등의 용접에서는 통풍이 잘 되도록 한다.
눈 보호 대책 ：
・용접 작업이나 용접 모니터링을 할 때는 차광 보호구를 사용한다. 필터 렌즈 및 필터 플레이트는 용접 작업에 맞는
차광 번호의 것을, JIS T8141 (차광 보호구)의 사용 기준을 참고로 선정한다.
・필요에 따라 용접 작업 장소 주위에 용접용 차광 커튼 등을 설치하여 아크 빛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피부, 손과 발 보호 대책 ：
・용접 작업은 JIS T8142 (용접용 보호면)에 규정된 용접용 보호구를 사용한다.

・안전모, 보호안경, 긴 소매의 옷, 용접용 가죽 보호장갑, 앞치마, 안전화, 다리커버 등의 보호장비를 사용한다.
용접용 가죽 보호장갑과 안전화는 각각 JIS T8113 (용접용 가죽 보호장갑) 및 JIS T8101 (안전화)에 규정된 것을
사용한다.
・용접물이 충분히 냉각 될 때까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귀 보호 대책 ：
・엔진 구동 식 용접기를 사용하여 용접과 펄스 아크용접 등 높은 수준의 소음을 발생하는 용접작업 시는
JIS T8161 (방음보호구)에 규정된 귀마개와 귀 덮개 (이어 머프)같은 방음 보호구를 착용한다.

허용 농도 ：
・용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에 대해 일본 산업 위생 학회 및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tal Industrial Hygienist： 미국 산업 위생 전문관 회의)가 권고 하고 있는 허용 농도를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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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물리 화학적 성질
가스 쉴드 아크 용접용
플럭스 와이어

피복 아크 용접봉
물리적 상태
형상
색
냄새

고체
막대기
피복제 ：회색, 흑색
또는 갈색
심선 ：은백색
또는 동색
무취

가스 쉴드 아크 용접용 솔리드와이어
TIG 용접용 필러봉 및 솔리드와이어

고체
와이어

고체
와이어 또는 막대기

은백색 또는 연황색

은백색, 동색 또는 황색

무취

무취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재료
플럭스
고체
입자

와이어
고체
와이어

회색, 갈색,

은백색

또는 녹색

또는 동색

무취

무취

10. 안정성 및 반응성
해당 제품의 안정성：일반적인 상태에서 폭발성, 인화성, 가연성, 자연 발화성, 금수성, 산화성, 급성 독성, 부식 ・ 자극성 및
특정 유해성은 없다.
특정 조건 하에서 발생하는 유해 반응 : 산과 같은 화학물질과 접촉하면 유해가스 발생의 원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11. 유해성 정보
먼지, 흄 및 가스에 대한 정보
・플럭스를 다룰 때 발생하는 분진은 플럭스의 미분 개체 입자가 비산되어 날아 다니는 것이다. 따라서
먼지의 화학 조성은 플럭스의 화학 조성과 동일하다.

・흄은 용접 재료, 비금속 등을 구성하는 물질의 고온 증기가 대기 중에 방출 된 후, 증기 전체가 급속히 냉각되어
고체화 함으로써 형성되는 개체의 입자이다. 따라서 흄의 화학 조성은 용접재료 및 모재의 함유성분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각 성분의 함유량은 용접 재료 및 모재와는 크게 다르다. 흄의 상태에서는 철, 망간, 규소,
나트륨, 티타늄 등이 복합산화물로 존재한다. 발생하는 흄 중에는 육가크롬 화합물 및 산화 니켈 (니켈 화합물)이
포함될 수 있다.
・가스 실드 기체의 성분은 차폐가스 자체와 용접재료가 아크의 열과 자외선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되는 기체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오존, 질소산화물 등)과 표면처리 된 모재를 용접하는 경우에 유기물이 분해 되어
생성되는 가스 등이다.
・흄과 기체의 발생량 및 성분은 용접재료의 종류, 용접방법, 용접조건, 모재의 종류 (표면처리 포함) 등에 따라 다르다.
또한 흄과 기체의 농도는 용접작업 환경 (용접개소 수, 작업장의 크기, 환기조건) 등의 영향도 받는다.

급성 독성 ：
・먼지, 흄과 가스에 의한 급성 장애로는 눈물, 코와 목의 통증, 두통, 현기증, 호흡 곤란, 잦은 기침,
가슴통증 등이 있다.
・통풍이 불충분 한 장소에서 아크 용접을 할 경우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산소결핍증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과민성 ：
・망간 등의 분진 및 흄을 흡입하면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만성 독성 ：
・분진 및 흄에 의한 만성 장해로는 진폐증이 있다.

발암성 ：

・연기 및 슬래그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일종의 육가 크롬 화합물 및 니켈 화합물 (금속 니켈 및 니켈 합금을 제외)는
일본산업위생학회의 허용 농도 등의 권고 에서는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발암성에 대해 모든 물질이 판명 되어진 것은 아니다.

12. 환경 영향
현재 환경 영향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없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제품이나 포장재 등은 산업 폐기물에 관한 법률, 자치구 및 지역이 정하는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환경을 배려한
방법으로 처분한다.
・용접 작업에서 발생하는 슬래그 및 흄 중에는 수용성 불소, 수용성 육가크롬 화합물 및 산화니켈(니켈 화합물)이
포함될 수 있다. 환경 기준 이상이 포함 된 경우에는 폐기 및 투기에 관한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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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슬래그, 잔재 등은 법령에서 정한 산업 폐기물인 "광재" 또는 "고철"로 분류되기 때문에 관리형 또는 차단형
최종 처분장에 매립 처분해야 한다. 또한 폐기시 일시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성 불소에 대한 용출을 방지하기
위해 빗물이나 습기를 포함한 물이 닿지 않도록 조치한다.

14. 운송 정보
・제품 운반 시에는 전복이나 화물이 붕괴하지 않도록 적재한다.
・우천 시에는 방수 조치를 취한다.

15. 적용 법령
노동 안전 위생법 ：

제정

1972 年 6 月 8 日

법률 제 57 호

최신개정 2006 年 6 月 2 日
법률 제 50 호
특정 화학 물질의 환경에 대한 배출량 파악 및 관리 개선 촉진에 관한 법률 ：

분진 장해 방지 규칙 ：
진폐법：

제정

1999 年 7 月 13 日

법률 제 86 호

최신개정

2002 年 12 月 13 日

법률 제 152 호

제정

1979 年 4 月 25 日

노동부 령 제 18 호

신개정

2009 年 3 月 30 日

후생노동성 령 제 55 호

제정
최신개정

1960 年 3 月 31 日
2004 年 12 月 1 日

법률 제 30 호
법률 제 150 호

16. 기타 정보
・일본산업위생학회：허용농도에 관한 권고

・American Conferenc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TLVs and BEIs (Threshold Limit Values for Chemical
Substances and Pysical Agents, and Biological Exposure Indices)

・OSH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Limits for Air contaminants(1910.1000)및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for Shipyard-Air contaminants(1915.1000)
・일본용접협회 규격 ：WES 2302:2001 용접재료 관리 지침

・일본용접협회 규격 ：WES 9009:2007 용접, 열절단 및 관련 작업의 안전 보건

・Amer ican Na t iona l S tanda rd A NS I Z 49.1:2 005 ”Saf ety in Weld ing,Cu tt ing and A llied Pro cess es ”
・CSA(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Standard W117.2-01”Safety in Welding,Cutting and Allied Processes”
・화학 물질에 대한 위험 ・ 유해편람 중앙노동재해방지협회 （1999）
비고
본 데이터 시트는 제품에 대한 안전 요구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 시트는, JIS Z 7250 : 2010 “물질 안전 보건 자료(SDS) PART 1 : 내용 및 항목에 대한 순서” 에 준하여 작성되어
있으며, 용어에 대한 정의는 JIS 를 따릅니다. 또한 내용에 대한 설명은 JIS Z 7210 : 2006 "GHS 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한 표시",
JIS Z 7252 : 2009 “GHS 에 따른 물질에 대한 분류방법”을 참고 했습니다.
본 데이터 시트는 제품의 안전한 취급을 확보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로써, 작성시점에서 우리가 가진 정보를 취급 사업자에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급 사업자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의 책임하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본 데이터 시트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데이터 시트의 최신 버전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십시오.
<니치아 용재공업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www.nikko-yozai.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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