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
(Material Safety Data Sheet)
개정 일자 : 2005. 12. 07

물질명

관용명/동의어
페륨(FERRIUM);

철분말(IRON POWDER)

철 분진(IRON DUST);
Fe;
00224927;

CAS NO

RTECS NO

UN NO

EN NO

7439-89-6

NO4565500

3089

231-096-4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물질명: 철분말(IRON POWDER)
동의어/상품명:
페륨(FERRIUM); 철 분진(IRON DUST); Fe; 00224927; RTECS NO4565500
화학물질 군: 금속
작성 일자: 2000.3.16
개정 일자: 2005.12.07
2.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성분: IRON POWDER
CAS 번호: 7439-89-6
유럽연합(EC) 번호(EINECS): 231-096-4
퍼센트(%): 100.0
3. 위험 유해성
NFPA 등급(0-4 단계): 보건=0 화재=3 반응성=0
응급상황을 위한 개요:
색상: 흰색이거나 회색
물리적 상태: 분말
주요한 건강위험성: 표적장기에 주요 영향이 보고된 바 없음.
물리적 위험: 벌크형태에서 화재나 폭발위험은 무시할 수 있음. 분진/공기 혼합물은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잠재적 건강영향:
흡입:
단기간 노출: 자극, 금속 흄 열
장기간 노출: 호흡곤란, 폐 이상

피부 접촉:
단기간 노출:
장기간 노출:
눈 접촉:
단기간 노출:
장기간 노출:
섭취:
단기간 노출:
장기간 노출:

자극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자극
단기간 노출시 보고된 영향과 같음
출혈, 위장 장애, 혈압 변화, 혈액 장애, 간 이상
중대한 부작용에 대한 정보는 없음

4. 응급조치 요령
흡입: 부작용이 발생하면, 오염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시킬 것. 호흡하지 않을 경우
인공호흡을 할 것.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
피부 접촉: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벗고, 즉시 적어도 15분 동안 비누와 물로
씻을 것. 필요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은 재사용
전에 철저히 건조시키고 세탁할 것.
눈 접촉: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하여 적어도 15분 동안 눈을 세척할 것. 곧바로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섭취: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 의사의 치료를 받도록 할 것.
해독제: 디페록사민, 정맥투여.
5. 폭발 화재시 대처방법
화재 및 폭발 위험: 벌크형태에서 화재나 폭발위험은 무시할 수 있음. 분진/공기
혼합물은 발화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
소화제: 백운석, 금속 화재용 건조 분말, 모래, 흑연, 소다회, 염화 나트륨
소방: 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킬 것.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 탱크의 양 끝에는 접근하지
말 것. 입출하 또는 보관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가 된 후에도 상당
시간 동안 물로 무인 호스 홀더 또는 모니터 노즐을 사용하여 물을 뿜어 용기를
냉각시킬 것.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면 다음과 같은 예방대책을 강구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타도록 내버려 둘 것.
주변화재에 적응한 소화제를 사용할 것. 물질자체 또는 연소 생성물의 흡입을
피할 것.
유해한 연소생성물:
열분해생성물 또는 연소생성물: 철 산화물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직업적 유출: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 소량
누출: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 적당한 용기에 수거할 것. 누출지역으로 부터

안전한 지역으로 용기를 이동할 것. 다량 누출: 물로 아래부분을 적셔줄 것. 추후의
처리를 위한 제방을 축조할 것. 발화원을 제거할 것. 관계인 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 고효율 진공 청소기로 잔류물을 제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저장: 현행법규 및 규정에 의하여 저장 및 취급할 것. 용기를 밀폐할 것.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할 것.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
취급: 분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것.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노출기준:
철분말(IRON POWDER):
산화 철 분진과 흄 (as Fe)(IRON OXIDE DUST AND FUME (as Fe)):
산업안전보건법 :
- TWA : 5㎎/㎥
- STEL : 10 ㎎/㎥ OSHA TWA
5 ㎎/㎥ ACGIH TWA
5 ㎎/㎥ NIOSH 권장 TWA 10 시간 (전체 미립자)
1.5 ㎎/㎥ DFG MAK (호흡성 분진 분율)
환기: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고, 적절한 제어풍속이 유지되도록 관리할 것.
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
해당 노출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할 것.
눈 보호: 비산물 또는 유해한 액체로 부터 보호되는 보안경을 착용할 것. 작업장
가까운 곳에 세안설비와 비상세척설비(샤워식)를 설치할 것.
보호의: 적절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할 것.
안전장갑: 적당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할 것.
호흡 보호구: 사용빈도가 높거나 노출이 심한 경우에는 호흡용 보호구가 필요함.
호흡 보호는 최소농도부터 최대농도까지로 분류됨. 사용 전에 경고 특성을 고려할
것.
분진, 미스트 및 흄용 호흡보호구.
공기 여과식 호흡보호구(고효율 미립자 여과재).
전동팬 부착 호흡보호구(분진, 미스트, 흄용 여과재).
고 효율 미립자 필터가 부착된 자급식 호흡용 보호구.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송기마스크(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
공기호흡기(전면형).
9. 물리화학적 특성
물리적 상태 : 고체
색상: 흰색이거나 회색

물리적 상태: 분말
냄새: 없음
분자량: 55.85
분자식: Fe
끓는점: 4982 F (2750 ℃)
녹는점: 2795 F (1535 ℃)
증기압: 0.00000000424 mmHg at 25 C 추산된
증기 밀도: 해당 안됨
비중: 없음
물 용해도: 불용성
수소이온지수(pH): 해당 안됨
휘발성: 해당 안됨
취기한계: 없음
증발율: 해당 안됨
옥탄올/물 분배계수: 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반응성: 상온 상압에서 안정함.
피해야 할 조건: 분진의 발생을 억제할 것. 열, 화염, 스파크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
혼합금지 물질: 산화제, 산, 할로겐, 할로겐화 화합물, 과산화물, 금속염, 가연성
물질
위험한 분해생성물:
열분해생성물 또는 연소생성물: 철 산화물
중합 반응: 중합하지 않음.
11. 독성에 관한 정보
철분말(IRON POWDER):
독성 자료:
30 g/kg 경구-쥐 LD50
20 g/kg 경구-기니피그 LD50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급성독성 수준:
비교적 무독성: 섭취
종양 발생자료: 독성 데이터 있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환경독성 자료:
어독성: >500000 ug/L 96 시간 LC50 (사망율) 강바닥 메기
무척추동물 독성: 1000-50000 ug/L 1 시간 (행동) 와충류, 편형 동물
해조류 독성: >20000 ug/L 48 일 EC50 (성장) 규조

식물독성: 3700 ug/L 4 시간 EC50 (성장) 좀개구리밥
(환경에서의)변화와 운송:
KOW: 0.1698 (log = -0.770) 추산된
헨리 상수: 2.5 E -2
환경 요약: 물에서 휘발성이 높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미국의 폐기물 처리관련 규정: U.S. EPA 40 CFR 262.
유해 폐기물 번호: D001.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미국 DOT(교통부) 49 CFR(연방법령) 172.101:
적정 선적명: 금속 분말, 인화성, (철(IRON))
ID 번호: UN3089
위험 분류 또는 등급: 4.1
포장 등급: II
경고표지 부착 요구: 4.1
15. 법적 규제현황
철분말(IRON POWDER)
한국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 "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 "
- 위험물안전관리법 : 제2류 철분
미국 규정:
CERCLA 103 규정 (40CFR302.4): 규제대상 아님.
SARA 302 규정 (40CFR355.30): 규제대상 아님.
SARA 304 규정 (40CFR355.40): 규제대상 아님.
SARA 위험구분, SARA 311/312 규정(40CFR370.21):
급성: 아니오
만성: 아니오
화재: 네
반응성: 아니오
갑작스런 배출: 아니오
SARA 313 규정 (40CFR372.65): 규제대상 아님.
OSHA 규정(29CFR1910.119): 규제대상 아님.
주 규정:
캘리포니아 제안 65호(음용수 처리 규정): 규제대상 아님.

유럽연합 규정:
유럽연합(EC) 분류: 결정되어 있지 않음.
국가 물품목록 현황:
미국 물품 목록 (TSCA): 물품 목록에 있음.
TSCA 12(b) 수출 통지: 목록에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MSDS 변경요약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3. 위험 유해성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물리화학적 특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5. 법적 규제현황
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에 대한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미국
MDL사로부터 미국 MDL사가 보유하고 있는 MSDS를 도입하여 원본 또는 일부를 수정하여 제공하는 것인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각 사업장 실정에 맞게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해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MSDS는 내부적인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외부적(상업적)인 용도로의 사용이 금지됩니다. 외부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외부적 용도로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바이텍켐스(www.chems.co.kr, 전화번호 02-551-05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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