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실험 현장 사고 사례

▲ 수압, 인화, 폭파 테스트용 시료

방폭 테스트는 인화, 폭파, 수압 시험 등의 위
험한 시험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학 중
유일하게 방폭 실험을 할 수 있는 호서대에서
일어났던 사고에 대한 기사를 첨부합니다.
www.tiledex.co.kr

수압, 인화, 폭파 테스트용 시료
아래의 시료는 구멍 5개를 뚫어 용도에 따라 수압테스트, 인화테스트, 폭파테스트를 받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메인바디, 마운틴박스, SMPS(안정기) 박스와 각각의 연결부위 등에 대해서
테스트를 합니다.
- 방폭등급: Ex d IIC[일체화내압능력 - 1종, 2종 방폭 위험지역 사용] IIC

[참고] 수압테스트는 마운틴박스, SMPS박스, 메인바디와
그 연결 부위 등을 초당 0.84MPa 이상의 압력으로 테스트합니다.
왼쪽의 사진은 테스트 중 발생할 수 있는 누수현상에 대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수압테스트 게시물에서 동영상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분진방폭등급용 테스트 시료
아래의 시료는 분진방폭등급용이며 구멍 3개가 뚫려 있습니다.
-방폭등급: Ex tD A21 T120℃

DC타입 완제품 시료
DC타입 완제품 시료는 전면 강화유리 측면, 후면 방열핀 등의 표면온도를 측정하
는데에 사용됩니다.
-방폭등급: Ex d T6[최고 표면온도 85도 이하] IP66

AC타입 완제품 시료
AC타입 완제품 시료는 전면 강화유리 측면, 후면 방열핀 등의 표면온도를 측정하
는데에 사용됩니다. Ex d T6[최고 표면온도 85도 이하] IP66

에필로그 – 특허 청구항목
방폭안전인증용 테스트 시료는 수압, 인화, 폭파, 표면온도 테스트 등 여러 가지의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테스트를 거쳐 통
과되어야만 방폭안전등급을 획득할수 있습니다.
당사 IP개발기술 제품은 Ex d ⅡC T6 IP66 Ex tD A21 T120℃ 국내외 최고, 최초 방폭안전등급 및 및 최대 250W 을 획득
하였습니다.
방폭안전인증은 최고 등급을 받은 반면에 특허 관련 사항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당사 특허 청구항은 최초에 일체화 내압능력을 비롯하여 4횡렬 방열핀 방열능력 등의 항목이 신청되었었으나 통과된 특허
범위는 일체화 내압능력 위주로 결정 되었었습니다.
당사 특허가 신청될 당시 당사 LED내압방폭등은 신기술이었고 특허청 담당자의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처
음 신청 시 타 기술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 청구항에 대해 2차례 반려가 있었습니다. 3번째 신청 시의 담당자는 당사 특
허에 대해 인정하였지만 앞서 반려한 담당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허 청구항목을 최소화 하여 통과시키는 것으로 결정되
었었습니다.
당사 핵심 기술 중 하나인 4횡렬 방열핀의 방열 능력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사 제품의 방열능력은 전문 기관인
가스안전공사 방폭안전인증 테스트 및 포스코 LED의 8개월의 신뢰성테스트 결과 타제품 대비 우수한 최고방열등급인
T6(제품 최고 표면온도가 85도 이하)를 받았으며 포스코그룹의 LED방폭등 선정과정에서 타사제품 비교 결과 당사제품 방
열 기술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특허 관련 담당자의 이해 부족과 관계 담당자의 조직 내 위상을 존중하기 위해
더 이상의 특허 청구 신청을 하지 않고 일체화 내압능력만 특허를 받는 것으로 완료되었습니다.
결론은 당사 IP개발기술제품의 혁신적신제품 평가는 이미 시장이 평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