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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용 환경에 따른 배터리 험성을 측정하기 해 리튬배터리의 과충 에 의한 험

성 측정과 고온 환경에서의 배터리 폭발 험성에 하여 연구하 다.

1.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휴 화나 노트북, 비디오카메라 등 자기기의 발

에 따라 사용되어지는 2차 지의 수요가 증하고 있다. 하지만, 고에 지 고 도화된 2차 지

의 경우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무시한 체 사용하는 것이 일반 인 례이다. 즉, 사

용자의 부주의  사용환경, 인증 받지 않은 배터리 사용으로 인해 화재  폭발의 험성이 증

가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2차 지의 표  배터리인 리튬배터리를 시료로 하여, 과충

  고온 환경에서의 화재  폭발 험성을 분석하 다.

2. 실험

2.1 리튬배터리 과충 에 의한 험성 측정

   Figure 1의 (a)는 실험에 사용한 3.7 V 리튬배터리, (b)는 직류 원공 장치, (c)열화상카메라이다. 

리튬 배터리의 보호회로가 장착되지 않거나 손 등의 사유로 과충 으로 인한 온도변화를 측정하여 

험을 분석하 다.

(a) 리튬 배터리 (b) 직류 원공 장치 (c) 열화상카메라

Figure 1.  The hazard measurement by overcharged Li-Ion battery.

2.2 고온 환경에서의 배터리 폭발 험성 측정

   Figure 2의 (a), (b), (c)는 실험에 사용한 리튬배터리와 온도기록계, 고온항온기이다. 고온의 

사용환경에서 배터리의 폭발 험성을 측정하 다.

(a) 리튬배터리 (b) 온도기록계 (c) 항온기

Figure 2.  The explosion hazard of Li-Ion battery depending on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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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리튬배터리 과충 에 의한 험성 측정

   Figure 3은 리튬 배터리 과충 에 의한 온도변화를 측정한 것이다. 과충  결과 배터리 내부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부풀어 올랐으며, 약 88 ℃에서 배터리 측면이 터지면서 내부의 해질이 

새어나오기 시작하 다. 보호회로가 정상 작동되는 배터리는 더 이상 충 되지 않아 온도 변화는 

없었다.

(a) normal : 30 ℃ (b) max : 44 ℃ (c) max : 86 ℃ (d) max : 88 ℃

Figure 3.  Results of hazard measurement experiment.

3.2  고온 환경에서의 배터리 폭발 험성 측정

   Figure 4는 고온 환경에서의 배터리 폭발 험성을 측정한 것이다. 항온기 상부 온도가 약 250 

℃, 배터리 하부 온도가 약 200 ℃에서 폭발과 함께 화염이 일어났으며, 폭발된 리튬 배터리 내

부의 세퍼 이터가 폭발로 인하여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a) 항온기 내부 온도 그래 (b) 배터리 폭발에 의한 화염 (c) 폭발된 배터리

Figure 4.  Results of Li-Ion battery depending on high temperature.

4. 결론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리튬배터리 과충 에 의한 험성 측정

   재 사용되고 있는 배터리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 는 보호회로의 고장으로 인하여 과충

이 되었을 때, 과충 으로 인한 배터리 내부 온도상승으로 인하여 화재  폭발 험성이 높다.

2) 고온 환경에서의 배터리 폭발 험성 측정

   배터리가 고온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배터리 내부의 해액의 반응

에 의해 폭발 험성이 증가하며, 강한 폭발과 함께 화재 험이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는 배터리의 사용 환경에 따른 안 성  화재 험성의 기  자료로서 활용 가

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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