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NGE 790+LI

SECURITY FOCUS

SAFETY CABINETS FOR
LITHIUM-ION BATTERY
STORAGE

리튬 이온 배터리 사용과 관련된 위험들
리튬 이온 배터리, 무엇일까요?

리튬 이온 배터리 또는 리튬 이온 축전지는 두 개의 전극 (음극 및 양극)으로 구성되고
시스템의 이온 교환을 전해질이 도와줍니다. 배터리가 사용되는 동안, 이온은 양극에서 음극으로
전달됩니다. 충전하는 동안에는 반대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두 전극은 분리기로 분리되어 있어
단락을 방지합니다.

음극
분리 기호

리튬 이온 배터리와 관련된 위험은 무엇일까요?

INERIS (National Institute of Industrial and Risk Environment)에서 정의된 50가지의
잠재적인 사고 시나리오 중, 배터리 수명의 다양한 생명주기를 통해 봤을 때, 관련된 위험요소는
총 12가지로 알려졌습니다.
이 요소들은 특히 저장, 충전 및 사용 단계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위험요소는
배터리 화재 (또는 금속 화재)입니다.
이 배터리 화재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로 연소에 필요한 산소 분자와
열을 생성하기 때문에,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일반적인 화재진압 방식으로는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의 화재는 특별한 분말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진압할 수 있는데, 넓은 공간에서는
분말의 효율성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밀폐된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양극
전해질

배터리 화재는 어디에서 발생할까요?

e-

과부하 또는 과도한 온도 노출로 인한 열 폭주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화학적으로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 시에 전기 에너지의 형태로 변경하여
공급합니다. 그러나 모든 저장된 에너지가 전기로 공급되는 것은 아닌데, 그 이유는 전기적으로
저장된 에너지의 최대 7 ~ 11배까지 과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의 구조 때문에, 이러한 반응 자체가 강화되고 심각한 과열을 유발합니다. 또한, 배터리를
구성하는 물질이 가진 산소와 열이 결합하여 화재를 일으키게 됩니다.

기계적 손상으로 인한 화재
충격이나 잘못된 사용은 배터리의 내부 구조를 손상하고, 이는 배터리 분리막 성능의 저하를
일으켜 단락이나 화재를 발생시킵니다.

어떻게 리튬 이온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요?
권장되는 저장 방법은 배터리의 크기와 전력에 따라 분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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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

음극

왼쪽은 리튬 이온 배터리의 구성 요소입니다.
오른쪽은 사용중 리튬이온배터리의 작동
원리입니다.

저전력 리튬 배터리 (100Wh/배터리 미만)
저전력 리튬이온 배터리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들어있는 작은 배터리입니다. 이 크기의 배터리에는 특별한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조업체의 지침과 안전사항을 따르게 됩니다. 더 많은 수량(용량 7m³ 이상)의 보관에는 중전력 리튬 배터리 규정이 적용됩니다.
중전력 리튬 배터리 (100Wh/배터리 및 12kg/배터리)
이 범주의 배터리는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기 자동차 또는 다양한 유사한 소형 차량에 사용됩니다.
별도의 내화 처리가 된 장소에 (예 : 소방 실 또는 안전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다. 중전력 리튬배터리는 다른 제품과 함께 저장해서는 안 되고,
이 장소는 지속해서 관찰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저장 수량 (저장면적 60m²)의 보관에는 고전력 리튬 배터리에 대한 표시가 적용됩니다.
고전력 리튬 배터리 (100Wh 이상/배터리 및 12kg 이상/배터리)
이 범주의 배터리는 주로 전기 자동차 또는 대형 독립형 장치에 사용됩니다. 추천되는 보관방법은 중전력 배터리 보관을 기초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개개별에 대한 보관은 사례별로 연구되어 나뉘어 적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저장 공간이 큰 경우, 화재 예방 조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스프링클러가 사용되는 곳이라면, 가능한 한 제한적이어야 하며 , 배터리를 방화 처리가 된 공간에 따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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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방전으로 인한 화재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아 완전히 방전되면 배터리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배터리가 너무 낮은 온도에 노출되면 전해질 액체가 분해되고, 인화성 가스가 형성됩니다. 전해질
액체의 부재는 배터리 보호 기능이 손상을 일으키고, 이는 단락이나 화재가 발생시킵니다.

Li+

에코세이프 캐비닛 구매 업체 :

RANGE 790+LI

RANGE 790+LI
적합성

리튬 이온 배터리보관을 위한 105분 안전캐비닛

효과적인 보안

58 / EEC.

- 지름Ø 100mm의 연결 가능한 통풍구가 있는 환기구.
- 핫멜트 시스템을 통해 화재시 외부와 차단하는 환기 덕트.
- 열팽창 도어 씰.
- 자동 폐쇄 및 잠금 기능이 있는 문.

장점

옵션

- 105분의 내화성 인증.
- ISO 3864에 따른 표준화 된 픽토그램 및 ISO 7010, Directive 92 /

- 적재 용량 100kg의 천공 파란색 선반 (ref. E48LI 및 E35LI).
- 캐비닛 하단의 분리형 고정 트레이 (ref. B148 및 B35).
- 특수 리튬열구에 의해 79° C에서 자동 작동되는 소화기(ref.
EX100LI).
- 멀티콘센트(9구) (PRISELI - PEXTBALI와 함께 주문).
- 케이블 인입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방재구멍(PEXTBALI).
- 안전 및 경보 키트 (시각 및 청각 포함 VIG190알람, 컨트롤 박스,
오토-트리거 연기 감지기, EX100LI 및 PINTOLI 소화기).

- 화재 및 폭발의 위험을 낮춤
- ISO 곡선 n ° 834에 따른 105분 내화성.

피동형 안전성
- 이중벽 구조.
- 12 / 10th 강철, 흰색 에폭시 RAL 9010의 외벽.
- 열교환을 제한하는 단열 패널.
- 표준화된 기호 표시하는 신호법.
- 접지용 링크를 위한 고정점.
시각경보박스 + 소리
(VIG190)

시각경보 + 소리
(VIG190)
 79°C 에서 작동하는 자동
소화기 (EX100LI)

연기감지기
(VIG190)

팔래트 트럭

자동 소화기 (EX100LI)
+ VIG190



795+LI + 4 x E35LI + B35 + VIG190 + 4 PRISELI + PINTOLI

프리셀리랙 + 선반 (E35LI)

사람과 제품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ECOSAFE에서 리튬 이온 배터리 전용 안전보관 캐비닛을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리튬 이온 배터리는 가장
빈번한 열폭주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고, 이 열 폭주는 배터리 주변 온도 상승, 충격 또는 배터리 조립 문제 때문에 인해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배터리가 점화되고, 화재가 발생합니다.
ECOSAFE의 경험과 EN14470-1 유럽 표준 내화 캐비닛에 대한 기술을 바탕으로, 내화 90분 버전의 캐비닛을 비롯하여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여러 모델을 제공합니다.
이 캐비닛은 고객이 원하는 만큼 옵션 선택이 가능하고, 천공 선반(100kg/선반 (E35LI))과 함께 배터리 전해액 누출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캐비닛 하단에 고정 트레이 (B35)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멀티콘센트(9구)(ref.PRISELI)과 PEXTBALI (캐비닛 내부 충전을 위해 추가되는 별도의 구멍)을 통해서, 캐비넷 내부에 저장된 배터리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ECOSAFE 캐비닛의 뛰어난 내화성(유럽 테스트에서 105분)은 사용자와 배터리에 대한 최고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은 옵션 솔루션을 추가하여 더욱 안전한 보관을 할 수 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캐비닛의 내부 안전 소화기 (ref. EX100LI)
또는 소화기 (EX100LI), 청각 및 시각 경보, 연기 감지기, 컨트롤 박스 등을 포함한 안전 세트 (ref. VIG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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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캐비닛
Ref.

명칭

외부 크기
높이 X 가로 X 세로 (mm)

내부 크기
높이 X 가로 X 세로

캐비닛 자체 무게
(옵션제외)

793+LI

양문형 벤치 캐비닛

1100 x 1137 x 670 (1)

820 x 1000 x 410

297

798+LI

단문형 벤치 캐비닛

1100 x 635 x 670

820 x 490 x 410

182

794+LI

단문형 높은 캐비닛

1950 x 635 x 620 (2)

1620 x 490 x 410

287

795+LI

양문형 높은 캐비닛

1950 x 1137 x 620 (2)

1620 x 1000 x 410

453

(1)

(1) 깊이는 뒷면의 연결 슬리브를 포함한 크기입니다. (슬리브 제외 : 620mm)
(2) 높이는 상단의 연결 슬리브를 포함한 크기입니다. (슬리브 제외 높이 : 190 mm)

옵션 포함된 캐비닛
Ref.

세부사항

외부 크기
높이 X 가로 X 세로 (mm)

캐비닛 자체 무게
(옵션제외)

795+LIA4

소화기( EX100LI 1 개), 4개의 선반 (E35LI) 옵션이 포함된 양문형 높은 캐비닛

1950 x 1137 x 620 (2)

483

795+LIX4

VIG190와 4개의 선반 (E35 LI) 옵션이 포함된 양문형 높은 캐비닛

1950 x 1137 x 620 (2)

488

Ref.

옵션 : 세부사항

무게 (Kg)

E48LI

천공 선반 넓이 490 x 380 x 25mm

5

794+LI, 798+LI

E35LI

천공 선반 너비 1000 x 380 x 25mm

7

793+LI, 795+LI

추가 가능한 옵션사항
적용모델

B48

고정 트레이 너비 490mm

5

794+LI, 798+LI

B35

고정 트레이 너비 1000mm

10

793+LI, 795+LI

EX100LI

79°C 특수 리튬 배터리 자동 소화기(ø 85 x 155mm)

2

모든 모델

PEXTBALI

케이블 인입을 위한 특수 케이블 홀

-

모든 모델

PINTOLI

상단 내부 케이블 통로

-

모든 모델

PRISELI

멀티콘센트(9구) 450 x 50 x 50

0,5

모든 모델

VIG190

-보안 및 제어 키트 (시각 및 청각 경보, 컨트롤 박스, 연기 감지기, 소화기
EX100LI )

5

모든 모델

CDV-A

외부 배출용 스틸 벤틸레이션 박스

8

모든 모델

KRC

연결 키트 : 캐비닛 박스

1

모든 모델

H50C

Labopur® 공기 재순환 박스

15

모든 모델

CORG51

유기 및 부식성 증기용 다목적 활성탄 필터

9

모든 모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