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ibration Bath
안전 정보

개요

이 문서에서는 Calibration Bath (이하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제공합니다.
안전 정보

경고는 부상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위험한 상태와 조작을 나타냅니다.
주의는 테스트 중인 제품을 손상시키거나 영구적인 데이터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상태와 조작을 나타냅니다.
기호

설명서 및 제품에 사용된 기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호
기호

설명

X

위험 전압. 감전 위험.

W

위험. 중요 정보.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사용자 문서 참고.

환기 제공

XW 경고
상해를 예방하려면:
•

수조 용액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읽고 필요한 예방 조처를 하십시오. 일부 용액은
부식성, 독성이 있거나 피부, 눈, 코, 호흡기를 자극합니다.

•

환기 시스템을 사용하여 증기를 제거하십시오.

•

스테인리스강 부식성 용액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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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Bath
안전 정보
실리콘 수조 용액을 가열할 때 일정한 온도 초과 시 벤젠 및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용액이 분해되기 시작하는 온도 및 방출될 수 있는 부산물에 대한 정보는 특정 수조 용액의 안전 데이터 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수조 용액 증기는 특히 수조 용액이 이 인화점을 초과하여 작동될 경우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수조 용액 증기는 주변
표면에 응축되어 소재를 오염시키고 실험실 청결 상태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바닥에 충분히 응결되면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안전 위험이 발생합니다.
적절한 가스 추출을 위해 Fluke Calibration에서는 직경이 최소 75mm(3인치)이며 유속이 최소 분당 1.4입방
미터(50cfm)인 환기 덕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탱크 상단 근처에 환기 덕트의 주입구를 두십시오.
흘러내린 용액 청소

바닥에 흘러 내린 용액은 안전에 유해합니다. 사고를 방지하려면 다음 예방 조치 및 지침을 따르십시오.

•

W 주의
용액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려면 제품에 주입 및 작동 시 주의합니다.

•

청소 도구를 항상 가까운 곳에 둡니다.

•

용액이 흘러내릴 경우 해당 부분이 완전히 청소될 때까지 통행을 차단합니다.

•

종이 타월 또는 기타 흡수성 소재를 사용하여 흘러내린 용액을 닦습니다.

•

사용한 청소 도구는 올바르게 폐기합니다.

용액 및 용제는 추가 안전 예방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재료의 안전 데이터 시트(SDS)를 참조하십시오.
수조 잔여 용액은 실리콘용 Steris SPOR-KLENZ 또는 Dow Corning OS-2 등의 적합한 중성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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