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안 경비대 해양 안전 센터 지침

MARITIME

인화성 액체 및 가스 보관 캐비닛 사용을 위한 지침
미국 해안 경비대 해양 안전 센터는 2018년 7월 인화성 액체 및 가스 저장 캐비닛 사용에 대한 MSC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절차
번호 : SOLAS-05).
공간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인화성 액체 및 가스의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에서는, 승인된 인화성 액체 전용 캐비닛의
설치를 통해 일상적인 사용용도의 인화성 액체 또는 가스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캐비닛들은 반드시 :

SELECTION

1. 외부 화재로부터 내용물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단열재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SOLAS II-2에 따라 4㎡보다 큰 장소에 인화성
제품이 보관된 경우에는 인화성 제품은 반드시 EN 60 또는 90분 캐비닛에 보관해야 합니다.
2. 누출 및 유출이 차단되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3. 가스 / 연기가 차단되어야 합니다.
EN14470-1, Type 60 또는 Type 90에 따라 제조 및 승인된 캐비닛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카테고리 11, 12 또는 14에 속하는
공간에서는, 10분간 방화가 되는 NFPA 30 또는 UL 1275가 사용 가능 합니다.
캐비닛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국가가 사용하기로 정한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캐비닛을 사용할 땐 영구적으로 갑판에
고정해야 하며, 화재 통제 계획에 표시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선박의 안전 관리 시스템 (SMS) 및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캐비닛에 담긴 재료의 양과 타입은 반드시 제조업체의 권장 사항과 일치해야 합니다.

SOLAS II-2/9.2.2.3.2.2
(11) 보조 기관 구역, 화물 구역, 화물 및 기타 오일 탱크 및 기타 중간 화재의 유사한 구역.
위험… 압력 윤활 시스템이 있는 기계를 포함하는 카테고리 (10)에 해당하는 보조 기계 공간 또는 가연성 물질의 보관이 허용되는
곳.
(12) 기계실 및 메인 갤리.
(13) 저장실, 작업장, 식료품 저장실 등 ... 면적이 4㎡ 이상인 사물함 및 저장실, 위 이외의 장소는 인화성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별도의 대비장소가 필요.
(14) 기타 인화성 액체를 보관하는 공간, 도료 보관함, 인화성 액체를 보관하는 창고 (염료, 의약품 등 포함), 실험실 (인화성 액체가
저장된 장소).

물어볼 좋은 질문들
• 선박에 화학제품 또는 위험한 제품을 운반합니까?
• 그렇다면 화학제품 별 수량과 타입은 무엇입니까? [인화성/ 부식성 물질 (산 및 염기)/ 독성]
•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 어떤 종류의 저장 공간이 있습니까 (크기 및 주변)?
• 증기 냄새나 유출에 대한 고객 불만이 있었습니까?
• 그렇다면, 캐비닛에 환기 또는 여과 필터를 장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기술적 도움, 혹은 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현지 해양 파트너 또는 Ecosafe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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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세이프 케비닛 구매 업체 :

RANGE 790+B

EN 14470-1 EN 1363-1 FM 6050

EN 14470-1 EN 1363-1 FM 6050

RANGE 790+B

안전 캐비닛 – 선박운송 및 해상전용 EN 14470-1 및 FM
105분 인증 인화성 물품 보관 캐비닛

벽 고정 키트


키패드 도어락
SERCODE
(1ea/door)

미끄럼 방지 매트

접지고정
 795+PJBE + C235

인증

-EN 14470-1 (2004/04)에 따라 테스트 및 승인
및 EN-1363-1 (2000/06).
-FM 6050 (Factory Mutual)에 따라 10분 테스트 및 승인.
-ISO 3864, ISO 7010, 92 / 58 / CEE European에 따른 표준화 된
라벨링 지침 및 규범 EN 14470-1 (2004/04).

효과적인 보안

-ISO 834 화재 가열 곡선에 따라 105분 내화성
-이중벽 시공 :
고품질 에폭시 코팅이 적용된 12/10 강판으로 제작된 외부 하우징
RAL 9010.
• 흰색 RAL 9010 멜라민으로 제작된 내부 바디.
• 열의 전달을 방지하는 벽 사이의 단열 패널.
-열팽창 씰이 장착된 문
-조절 가능한 격납 선반 Étagères (6.4m 간격) 및 하단에 분리 가능한

컨테인먼트 섬프.
-정규화된 라벨링.
-접지 링크.
-자동 폐쇄 시스템 및 키 잠금장치가 장착된 문.
-50°C에서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설계된 도어 홀딩 시스템. 있는
도어 홀딩 시스템.
-열 퓨즈 시스템이 있는 환기구.
-환기 키트 연결을 위한 직경 100 mm의 환기구.
-해상에서 움직임을 방지하는 벽 고정 키트.
-해상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미끄럼 방지 매트.
-세 개의 나사 조임으로 접지 고정.

옵션

-무게를 분산시켜 최대 75kg까지 버틸 수 있게 하는 선반 강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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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BE + C148

795+BE

옵션이 포함된 캐비닛
Door’s reference
white
791+BE
792+BE
793+BE
798+BE
794+BE
795+BE
795+900BE

yellow
794+PJBE
795+PJBE
-

세부사항

명칭

문의
갯수

Cabinet equipped
Cabinet equipped
Cabinet equipped
Cabinet equipped
Cabinet equipped
Cabinet equipped
Cabinet equipped

벤치형 캐비닛
벤치형 캐비닛
선반형 캐비닛
선반형 캐비닛
높은 캐비닛
높은 캐비닛
높은 캐비닛

1
2
2
1
1
2
2

외부 크기
높이 X 가로 X 세로
(mm)
630 x 635 x 570 (1)
630 x 1137 x 570 (1)
1100 x 1137 x 670 (2)
1100 x 635 x 670 (2)
1950 x 635 x 620 (3)
1950 x 1137 x 620 (3)
1950 x 905 x 620 (3)

저장 용
량 (L)

포함된 사항
Containment Containment
shelf
sump

30
60
115
65
130
250
200

1
1
2
2
3
3
3

1
1
1
1
1
1
1

선반 1개당
최대 무게(
Kg)
30
50
50
30
30
50
40

무게
(Kg)
127
213
297
182
287
453
438

추가 가능한 옵션사항
Ref.
E1
E2
E48
E35
E235-900
C1
C2
C48
C35
C235-900
T48
T35
T235-900
SE48
SB48
TP48
TP35
SERCODE

옵션 : 세부사항
단문형 캐비닛 791+B 전용 Containment shelf
양문형 캐비닛 792+B 전용 Containment shelf
단문형 캐비닛 전용 Containment shelf (W: 635, D: 670 mm)
양문형 캐비닛 전용 Containment shelf (W: 1135, D: 670 mm)
양문형 캐비닛 전용 Containment shelf ( W: 900, D:670 mm)
단문형 캐비닛 791+B전용 천공선반
양문형 캐비닛 792+B전용 천공선반
단문형 캐비닛 전용 천공선반 (W: 635, D: 670 mm)
양문형 캐비닛 전용 천공선반(W:1135, D: 670 mm)
양문형 캐비닛 전용 천공선반(- W:900, D:670 mm)
자동수납선반( W: 635 mm, D: 670 mm )
자동수납선반(W:1135 mm, D:670 mm )
자동수납선반(W:900 mm, D:670 mm )
E79148전용 PVC containment shelf for (E79235 모델의 경우, 1층에 2개의 제품 필요.

단문형 캐비닛 전용 PVC Containment sump (W: 670 mm) / 양문형 캐비닛 모델
의 경우 (W: 1135mm), 1층에 2개의 제품 필요.
단문형 캐비닛 전용 경사지붕
양문형 캐비닛 전용 경사지붕
키패드 도어락 (1ea/door)

(1) 후면부 연결 슬리브를 포함한 깊이. (연결 슬리브 제외 깊이 : 520 mm)
(2) 후면부 연결 슬리브를 포함한 깊이. (연결 슬리브 제외 깊이 : 620 mm)
(3) 후면부 연결 슬리브를 포함한 깊이. (연결 슬리브 미포함 높이 : 1900 mm)

외부 크기
높이 X 가로 X 세로 (mm)

무게 (Kg)

30 x 490 x 285
30 x 1000 x 285
30 x 490 x 410
30 x 1000 x 410
30 x 765 x 410
90 x 480 x 315
90 x 990 x 315
90 x 460 x 390
90 x 990 x 400
90 x 755 x 400
80 x 420 x 380
80 x 930 x 380
80 x 695 x 380
30 x 488 x 377

3
6
3
6
6
3
6
4
8
8
6
12
12
3

100 x 471 x 409

5

235 x 640 x 620
235 x 1140 x 620

10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