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11 本製品は、充電された状態で出荷されております。本製品は、充電された状態で出荷されております。本製品は、充電された状態で出荷されております。本製品は、充電された状態で出荷されております。

This product has been charged to a certain voltage before shipment.This product has been charged to a certain voltage before shipment.This product has been charged to a certain voltage before shipment.This product has been charged to a certain voltage before shipment.

・ 正極端子（＋）と負極端子（－）を短絡させないで下さい。

・ Do not short-circuit the positive (+) and negative (-) electrode terminals.

・ 製品同士の端子を直接接触させないで下さい。

・ Do not bring the terminals of products into direct contact with each other. 

・ 正極端子（＋）と負極端子（－）に強い力を加えないで下さい。

・ Do not apply force to the positive (+) and negative (-) electrode terminals

・ 製品を持ち運ぶときに、端子を持たないで下さい。

・ Do not hold the terminals when carrying the product.

・ 製品を落下させたり、過度の衝撃や振動を与えたりしないで下さい。

・ Do not drop or subject the product to excessive shock or vibration.

※ 感電・火傷・怪我などの恐れがあり、漏液・発熱・発煙・破裂・発火を伴う
故障の原因となります。

* It may cause an electric shock, burns, or personal injury, resulting in a fault
causing it to leak, heat up, smoke, explode, or burst into flames.

円筒型リチウムイオンキャパシタ取扱時の注意事項円筒型リチウムイオンキャパシタ取扱時の注意事項円筒型リチウムイオンキャパシタ取扱時の注意事項円筒型リチウムイオンキャパシタ取扱時の注意事項

製品の取扱いによる短絡（事例）

製品の同梱による端子接触 製品加工・測定時の短絡

Contacts of Terminals Caused by

Bundling Products Together in a Package

Short-Circuit Occurred in the Product Processing

 and Measurement Procedures

Examples of Short Circuit Caused by Operation Err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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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요유덴 주식회사 
 
 
 

※이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이며 허가자 이외의 상에게는 배포나 제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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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시 주의사항  

 

１．안전 표기 및 본서에 관한 주의사항 

 

 본서에서는 원통형 리튬이온 커패시터（이하, “리튬이온 커패시터”라 함）의 사용 시에 인체에 

한 위해나 재산에 한 손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원에 하여, 사용자가 주의하시기 

바라는 위험 회피・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호 부분은 반드시 읽으시고 내용을 잘 이해하신 후에 사용하십시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경고표시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험 

이 표시는 잘못 다루었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며 매우 

위험하다>는 내용입니다. 

 
경고 

이 표시는 잘못 다루었을 때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의 

이 표시는 잘못 다루었을 때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으며 물적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경고그림 기호는 제품 사용 시에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그림 표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는 그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시는 지시에 따른 행위를 <강제>적으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표시는 일반적인 <주의> 사항을 나타냅니다. 

 

 

 

 

１．    본서 내용의 무단 전재, 복제를 금합니다. 

 

２．    본서의 내용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３． 본서의 내용은 만전을 기하여 작성하였으나, 만일 잘못 기재되었거나 누락 등이 

발견되면 연락 주십시오. 

４． 본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해서는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 리튬이온 커패시터는 높은 작동전압・높은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급속한 충전이 가능하고 

사이클 수명도 길어 폭넓은 사업분야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제품 사용 안내（사용설명서）에 관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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２．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 본 제품은 출하 시 전압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취급이나 사용방법이 잘못되면 감전 

위험이나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 사용하기 전에 본서를 숙독하시고 취급이나 사용방법을 이해하신 후에 사용하십시오. 

● 사용할 용도나 장소 및 사용환경이 적절한지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상이 

발생한 경우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당사로 연락해 

주십시오. 

 

＜위험 내용＞ 

●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금지행위와 강제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위험 

 

불 속에 투입하거나 사양서의 상한온도 이상으로 가열하지 마십시오. 화기 

근처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속에 투입하지 마십시오. 

●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의 분해・개조, 칼이나 못 등 예리한 물건으로 훼손하지 마십시오. 

●감전이나 부상 위험이 있으며, 본체가 훼손되면 발열・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극의 단자 간 단락이나 역접속을 하지 마십시오. 

●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품을 망치 등으로 두드리거나 밟지 마십시오. 

●발열・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조리기기 위에 두거나 전자레인지나 고압용기・감압용기에 넣지 마십시오. 

●누액・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운 날 차내 등 고온이 될 수 있는 장소에 보관・설치하지 마십시오. 

●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자 등의 도전부를 만져야 하는 경우에는 절연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 

주십시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전・화상・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제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정/부극의 단자에 절연 처리를 해 주십시오. 

●단자의 절연 처리를 하지 않으면 감전・화상・부상이나 발연・파열・발화의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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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내용＞ 

●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금지행위와 강제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경고 

 

사용범위 외의 전압으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범위 외의 잘못된 전압으로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 등의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범위 외의 온도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사용범위 외의 잘못된 온도에서 사용하면 수명이 짧아질 뿐만 아니라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 등의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제품을 접속（직렬, 병렬）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압 균형을 

잡아 주십시오. 

●내부 쇼트・누액・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운반할 때에는 단자를 잡지 마십시오. 

●감전・내부 쇼트・누액・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떨어뜨리거나 과도한 충격, 진동을 주지 마십시오. 

●내부 쇼트・누액・발열・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기기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기의 발열부에서 멀리 떨어뜨려 설치해 

주십시오. 

●누액・발열・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고온・다습한 장소, 직사광선이 장시간 닿는 장소에는 설치, 보관하지 마십시오.

●누액・발열・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부품은 임의의 확률로 고장이 발생합니다. 그 제품의 고장 

발생을 고려하여 인사사고 ・ 화재사고 ・ 사회적 손해 등에 한 중복 설계, 

연소(延燒) 책, 오작동방지 설계 등의 안전 설계를 해 주십시오. 

 

셀 간의 전압 균형은 전압 균등화 회로 등의 보호회로를 사용하여 실시해 

주십시오. 

●셀 간의 전압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누액・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단자 등의 도전부를 만져야 하는 경우에는 절연장갑 등의 보호구를 착용해 

주십시오.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감전・화상・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사용 조건, 동작 전압 범위 등에 관하여 문제가 있는 경우, 다른 전지와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사와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상담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해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누액・냄새・발연・발열 등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당사 또는 판매점에 연락해 주십시오. 

●전압 균형이 잡히지 않으면 누액・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누출된 전해액이 피부에 부착하거나 눈에 들어가면 비비지 말고 수돗물 

등으로 충분히 씻으십시오. 또, 내용물을 마신 경우에는 즉시 수돗물 등으로 

입속을 헹구십시오. 두 경우 모두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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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내용＞ 

●안전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주의 

 

제품의 단자는 극성（＋플러스, －마이너스）이 있습니다. 극성을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극성을 다르게 연결하면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단자에 커넥터나 전선 등을 접속할 때에는 전기적인 취급상 주의사항에 따라 

주십시오.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접속하는 커넥터나 전선은 사용전류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하여 사용하십시오. 

●사용 전류에 여유가 없는 커넥터나 전선을 사용한 경우에는 발열・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단자에 단락방지 처리（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는 

등）를 한 뒤에 당사의 포장박스（이에 준한 포장박스）에 넣어 반환해 

주십시오.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은 경우, 발열・발화의 원인이 됩니다. 

 

접속기기 측의 전압이 제품의 유지전압보다 낮은 경우, 전원을 넣거나 하여 

통전시켰을 때 셀 측에서 접속기기로 과 한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십시오. 

 

누출된 액이 의복에 부착한 경우에는 즉시 수돗물 등으로 씻어내십시오. 

 

 

 

제품을 받으시면 변형・누액・냄새・발열, 기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일 받으셨을 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고 즉시 당사 또는 

판매점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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３．제품의 개요 

리튬이온 커패시터는 정극으로 활성탄, 부극으로 리튬흡장탄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커패시터입니다. 전기 이중 층 커패시터의 높은 파워 밀도와 리튬이온전지의 고에너지 

밀도를 융합한 새로운 축전장치로서 기 를 모으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나 조건에 맞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４．외관과 각부 명칭 

    ●제품의 외관（예） 

 

    

   압력 밸브 

 

  케이스 

 

 

       

 전극소자  외장 슬리브  실링 고무   리드단자 

 

５．사용 및 보관장소의 환경 조건 

●제품에 따라 정해진 아래의 환경 조건에서 사용 및 보관해 주십시오. 

 

당사 품번 

LIC1235R 3R8406 

LIC1840R 3R8107 

LIC2540R 3R8207 

 

LIC2540R 3R8277 

① 사용온도 범위 -25℃～85℃ ※1 -25℃～60℃ 

② 사용전압 범위 2.2Ｖ～3.8Ｖ 2.2Ｖ～3.8Ｖ 

③ 보관온도 범위 5℃～35℃ 5℃～35℃ 

④ 장기보관 온도 

（권장 1 년 이내） 
10℃～35℃ 10℃～35℃ 

⑤ 보관습도 범위 80％Rh 이하（결로 없을 것） 80％Rh 이하（결로 없을 것） 

⑥ 장기보관 습도 

（권장 1 년 이내） 
65％Rh 이하（결로 없을 것） 65％Rh 이하（결로 없을 것） 

   ※1：70℃를 초과하는 온도에서는 3.5Ｖ 이하의 전압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 상한 전압（3.8V）을 초과하는 전압, 하한 

전압（2.2V）을 밑도는 전압으로 보관하지 마십시오. 

 

 

고온, 직사광선, 스토브 등의 열원 근처, 다습, 결로, 빙설, 동결 하에서의 

사용・보관은 피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환경 하에서의 사용・보관도 피해 

주십시오. 

① 용제나 기름 등의 액체에 노출되어 있는 곳 

② 유성 성분이 가스 상태로 꽉 차있는 곳 

③ 염수에 노출되어있거나 염분이 많은 곳 

④ 산성이나 알칼리성 용액에 노출되어 있는 곳 

⑤ 부식성 가스(황화수소, 아황산, 염소, 불소 등)로 꽉 차있는 곳 

⑥ 진동・충격이 가해지는 곳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에는 쌓아 올려도 파손될 우려가 없는 충분한 강도가 

있는 재료로 포장하고 단자 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장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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６．취급 시 주의사항 

●사용 시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본체를 칼이나 못 등의 예리한 물건으로 훼손하지 마십시오. 

●감전・부상・화상 등을 입을 위험이 있으며 본체가 훼손되면 발열・발연・

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극단자와 부극단자를 단락시키지 마십시오. 

●본 제품은 출하 시부터 전압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에 전압이 응하는 에너지가 사전에 축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극단자와 부극단자를 단락시키는 행위는 절 로 하지 마십시오.  

●감전・화상・부상 등의 위험이 있으며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를 동반한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금속공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락시키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 

다루어 주십시오. （위험한 예：２개의 리드단자를 동시에 니퍼로 자르는 

행위. 금속제 버니어 캘리퍼스로 리드단자의 피치를 측정하는 행위） 

 

하한전압（2.2V） 미만으로 방전하지 마십시오. 

●전압을 하한전압 미만으로 하면 극단적인 수명열화가 발생하며 전기적 

특성열화 외에도 쇼트, 오픈 및 누액, 가스 발생으로 인한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한전압을 밑돈 것은 다시 충전해도 초기의 정상적인 상태로 복귀되지 

않습니다. 절 로 하한전압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보관이나 취급, 회로실장 

시 설계 등을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상한전압（3.8V）이상 충전하지 마십시오. 

●전압은 상한전압을 넘어 충전하면 극단적인 수명열화가 발생하고 전기적 

특성 열화, 쇼트, 누액, 가스 발생으로 인한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역전압은 인가하지 마십시오. 

●전기특성의 열화뿐만 아니라 쇼트 및 누액이나 가스 발생으로 인한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떨어뜨린 제품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떨어뜨린 제품을 사용하면 쇼트 및 누액, 가스 발생으로 인한 파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본체나 정극단자 ・ 부극단자에 과도한 열 스트레스를 가하지 마십시오. 

전기특성의 열화뿐만 아니라 가스 발생으로 인한 내압상승 등으로 누액, 쇼트, 

외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정극단자 ・ 부극단자에 강한 힘을 가하지 마십시오. 단자가 구부러지거나 

빠지거나 기밀불량 또는 가스 발생과 내압상승으로 인한 누액이나 쇼트 등의 

문제, 외관 이상 등의 원인이 됩니다. 

 

돌기물 등으로 과도한 외력을 가하거나 관통시키지 마십시오. 기밀 불량 또는 

가스 발생과 내압상승으로 인한 누액이나 쇼트 등의 문제, 외관 이상 등의 

원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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７．리튬이온 커패시터를 사용한 기기 및 사용 시 주의사항 

7.1 사용전압 범위 및 사용온도 범위 내에서 사용 

●사용전압 범위, 사용온도 범위를 준수하여 사용하십시오. 

 

상한전압（3.8V）을 넘은 전압, 하한전압（2.2V）을 밑도는 전압, 사용온도 

범위（-25℃～85℃ 또는 60℃） 외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스가 발생하고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한전압（2.2V） 미만의 전압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스가 발생하고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 로 하한전압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회로실장 시 설계를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상한전압（3.8V）을 넘는 전압에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가스가 발생하고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한전압을 절 로 넘지 않도록 회로실장 시 설계를 충분히 고려해 주십시오. 

 

특히 하한전압（2.2V）을 밑도는 과방전 상태를 피하기 위해 균등화 회로 

등을 차단하는 스위치를 설치하거나 과방전 방지 기능을 설치해 주십시오. 

스위치 차단을 잊을 우려가 있으므로 과방전 방지 기능의 설치를 권장합니다. 

 

방열설계에 주의하십시오. 

사용 조건（주위온도, 충방전 전류값, 충방전 빈도 등）에 따라서는 셀 내부의 

온도가 사용온도 범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상승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내부의 온도가 사용온도 범위를 넘지 않도록 충분히 

방열공간을 확보하거나 방열판을 설치하는 등 방열설계를 해 주십시오. 또한, 

냉각팬 등의 강제냉각장치와 병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7.2 올바른 극성으로 사용 

●제품의 단자에는 극성（＋플러스, －마이너스）이 있습니다. 

 

단자의 역접속을 하지 마십시오. 

●가스가 발생하고 누액・발열・발연・파열・발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자를 구별하기 위해 외장 슬리브의 극성표시 및 단자의 길이를 

변경하였습니다. 단자의 역접속을 피하기 위해 외장 슬리브 및 리드 길이를 

확인한 후 접속해 주십시오. 

 

7.3 안전성이 특히 중시되는 용도로 사용 

●일반적으로 전자부품은 임의의 확률로 고장이 발생합니다. 당사에서도 제품의 

품질에는 만전을 기하고 있으나 고장 확률을 제로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누액이나 내부 쇼트로 인한 가스 발생 및 그에 따른 팽창・변형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과충전이나 과방전 시에 발생하는 가스로 인한 팽창은 

내부전극의 단락이나 누액・파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셀의 변형을 

억제하는 케이스 구조의 설계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항공기기, 항공우주기기, 해저중계기, 원자력제어시스템, 생명유지를 위한 

의료기기・의료장치・의료시스템 등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인사사고나 사회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에서의 제품의 고장 발생을 고려하여 인사사고, 화재사고, 

사회적 손해 등에 한 중복 설계, 연소(延燒) 책, 오작동방지 설계 등의 

안전 설계를 해 주십시오. 

●인사사고, 화재사고, 사회적 손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용도의 상세사항에 해서는 당사 또는 판매점과 사전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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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용 조건과 수명에 하여 

●리튬이온 커패시터는 수명이 유한한 제품입니다. 

 

제품의 수명특성은 사용 조건에 따라 변하므로 장기 특성변화를 고려한 

기기설계를 통해 기기의 충분한 안전을 확보해 주십시오. 

 

 

7.5 안전성 확보 

●리튬이온 커패시터는 압력밸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본체 내부의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경우, 이 압력밸브가 고장이 나

내부의 가스가 방출됩니다. 압력밸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압력밸브의 

상부에 일정 공간（지름이 φ18 mm 미만인 제품； 2 mm 이상, φ18 mm 이상인 

제품； 3ｍｍ 이상）을 두고 설치해 주십시오. 압력밸브 작동 시에는 고온의 

가스가 분출되므로 압력밸브의 상부에는 배선이나 패턴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또한, 압력밸브가 개방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7.6 전류로 사용하는 경우 

●리튬이온 커패시터는 전류로 사용하면 발열합니다. 

 

최  충방전 전류값을 넘는 전류로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일정 전압 범위로 제어하는 경우에도 전압을 제어할 때 허용되는 전류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규정 전류 범위에서 충방전되도록 해 주십시오.  

●발열로 인해 발연이나 팽창・변형 및 파열・누액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당사에서 확인한 최  충방전 전류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 품번 충전 시 방전 시 

LIC1235R 3R8406 2A 

LIC1840R 3R8107 5A 

LIC2540R 3R8207 5A 

LIC2540R 3R8277 5A 

●최  충방전 전류값을 넘어 사용할 경우에는 당사로 사전에 상담 연락 

주십시오. 

상담 없이 사용하여 발생한 문제에 해서는 당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최  충방전 전류값으로 사용하면 단시간이라 해도 큰 발열이 뒤따르므로 

최  충방전 전류값에서의 연속사용은 피해 주십시오. 

 

 

셀의 표면 온도가 사용온도 범위를 넘지 않도록 방열 설계나 접속방법 등을 

충분히 배려하여 설계해 주십시오. 

 

 

7.7 여러 개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 

●여러 개를 섞어 사용하는 경우는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다른 종류의 리튬이온 커패시터나 다른 커패시터 등의 축전장치를 혼용하지 

마십시오. 

 

 

같은 종류의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여러 개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압을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여러 개를 직렬로 접속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품 간의 전압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설계해 주십시오. 전압균등화 회로 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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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 시 전압은 「3.0V 이상의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셀을 여러 개 섞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셀의 전압을 맞추어 사용하십시오.

 

7.8 저전압 시 방전에 하여 

●리튬이온 커패시터는 3V 이하의 전압에서 오픈 상태가 된 경우 천천히 전압이 

상승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3V 이하에서 오픈 상태가 된 경우의 전압 상승에서 방전을 반복하면（아래 

그림 참조）, 셀의 특성이 열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품의 전압이 3V 미만인 상태에서 방전을 개시하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위와 같은 사용법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방전 전에는 3V 이상으로 충전한 뒤에 

사용하십시오. 

 

 

 

８．보수점검에 관하여 

●사용 기기에 해서는 정기점검을 권장합니다. 

 

리튬이온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기기는 다음 내용을 정기점검해 주십시오. 

 ①외관   ： 변형・팽창, 누액 등 현저한 이상의 유무 

 ②전기특성 ： 카탈로그 또는 납입사양서에 규정된 항목 

●상기 내용에 이상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오픈 상태에서의 전압 상승 
전
압 

방전정지전압 

시간 

3V 

외부 부하에 의한 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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９．수송에 관하여 

●수송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주의해 주십시오. 

 

수송 중에 과도한 진동, 충격을 가하지 마십시오. 

 

 

수송 중 낙하 및 취급 시 리프트 등에 의한 찔림 손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쌓아 올려도 파손될 우려가 없는 충분히 강한 재료로 포장해 주십시오. 

 

단자 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절연을 고려하여 포장해 주십시오. 

 

수송 중에는 빗물・바닷물・빙설・결로・동결 등으로 젖지 않게 해 주십시오. 

 

수송 전후에는 셀의 전압이 사양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항공수송 규제】 

현재 리튬이온 커패시터는 2015 년도 IATA 규정에서 위험물 제한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수송 규제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송 시에는 매번 

확인하여 적절한 수송방법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１０．만일의 경우 

●사용 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처치를 취해 주십시오. 

 

셀이 변형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교환 또는 회수해 

주십시오. 

 

 

셀에서 누액이나 냄새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화기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주십시오. 

●누출된 전해액에 인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１１．폐기에 하여 

●셀을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십시오. 

 

셀을 폐기할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가 특별관리산업폐기물 처분업자와 계약하여 적절하게 처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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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２．보증책임에 하여 

●당사 셀 제품 및 기술정보의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을 일본 외 다른 나라로 수출하거나 

반출하여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외국환, 외국무역관리법（외환법）, EAR（미국 

재수출 규제） 및 관련 법령 ・ 법규를 준수하고, 여기에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본 건에 관해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납입사양서에 기재한 기술정보가, 당사 또는 제삼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의 실시, 

사용을 허락 또는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사용에 관한 제삼자의 

권리침해에 해서 당사는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본서의 기재 내용을 무단으로 전재 또는 복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본서에 기재된 사용범위를 일탈한 사용, 오사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에 기인한 문제 

등에 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귀사 지정에 따른 설계 변경（용도, 사용 조건 포함）에 기인한 문제 등에 관해서는 

당사는 책임을 질 수 없으므로 양해해 주십시오. 

 

●당사는 품질・신뢰성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품의 성격상 임의의 확률로 

결함・고장이 발생합니다. 만일 고장 등이 발생한 경우를 고려하여 직접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나 재산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장치나 시스템상에서 충분한 

안전설계를 해 주십시오. 

 

●본서 13 항에 기재된 당사 제품사양(예)은 표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용 시에는 

당사 셀 제품의 개별 납입사양서를 요청하시어 상세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본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후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을 위해, 양산 

설계 시에는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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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３．제품사양(예) 

●리튬이온 커패시터의 품번별 제품사양(예)（전기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품  번 
공 칭 

용 량 

초기규격값 

용 량 내부저항 

LIC1235R 3R8406 40F 32～48F 150mΩ 이하 

LIC1840R 3R8107 100F 80～120F 100mΩ 이하 

LIC2540R 3R8207 200F 160～240F 50mΩ 이하 

LIC2540R 3R8277 270F 216～324F 50mΩ 이하 

 

LIC1235R 3R8406 / LIC1840R 3R8107 / LIC2540R 3R8207 성능 및 규격 

 항  목 규  격 조  건 

1 사용온도 범위（℃） -25 ～ +85 － 

2 최  사용전압（Ｖ） 3.8 사용온도 범위에서. 

단, 70℃를 넘는 온도에서는 3.5（Ｖ） 

3 최소 사용전압（Ｖ） 

（본 제품에는 하한전압이 있습니다）

2.2 사용온도 범위에서. 

4 온도특성 -25℃ 용량 초기규격값의 60％ 이상 왼쪽에 기재된 온도로 2 시간 이상 

방치 후 측정한다. 

 

 

※：＋85℃ 용량 측정 시 충전전압은 

3.5（Ｖ） 

내부저항 초기규격값의 10 배 이하 

+70℃ 용량 초기규격값을 만족할 것. 

내부저항 초기규격값을 만족할 것. 

+85℃※ 용량 초기규격값을 만족할 것. 

내부저항 초기규격값을 만족할 것. 

5 고온부하특성－１ 용량 초기규격값의 70％ 이상 주위온도： 70±2℃ 

최  사용전압을 1,000 시간 인가 후 내부저항 초기규격값의 2 배 이하 

６ 고온부하특성－２ 용량 초기규격값의 70％ 이상 주위온도： 85±2℃ 

3.5Ｖ를 1,000 시간 인가 후 내부저항 초기규격값의 2 배 이하 

 

LIC2540R 3R8277  성능 및 규격 

 항  목 규  격 조  건 

1 사용온도 범위（℃） -25 ～ +60 － 

2 최  사용전압（Ｖ） 3.8 사용온도 범위에서. 

３ 최소 사용전압（Ｖ） 

（본 제품에는 하한전압이 있습니다）

2.2 사용온도 범위에서. 

４ 온도특성 -25℃ 용량 초기규격값의 50％ 이상 왼쪽에 기재된 온도로 2 시간 이상 

방치 후 측정한다. 

 

내부저항 초기규격값의 10 배 이하 

+60℃ 용량 초기규격값의 ±10％ 

내부저항 초기규격값을 만족할 것. 

５ 고온부하특성 

 

용량 초기규격값의 65％ 이상 주위온도： 60±2℃ 

최  사용전압을 1,000 시간 인가 후
내부저항 초기규격값의 2 배 이하 

주： 특별한 기재가 없는 한 시험은 모두 상온(25±5℃), 상습（60±20%RH）을 표준으로 

하여 측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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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양(예)은 표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용 시에는 제품 개별 

납입사양서를 당사에 요청하시어 상세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제품사양에서의 시험조건 상세사항에 해서는 당사로 문의해 주십시오. 

 

 

 

제품사양은 사전 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당사에 

확인해 주십시오. 

 

 

 

１４．외형 개략 사이즈(참고값) 

●리튬이온 커패시터의 품번별 외형도 및 개략 사이즈(참고값)는 아래와 같습니다. 

 

 

 

 

 

 

 

 

 

 

품  번 
제품 사이즈(mm) 

A B C D E Ｆ 

LIC1235R 3R8406 φ12.6 36.5 17Min 5Min 5.0 φ0.8 

LIC1840R 3R8107 φ18.1 41.5 17Min 5Min 7.5 φ0.8 

LIC2540R 3R8207 φ25.2 41.0 17Min 5Min 12.6 φ1.0 

LIC2540R 3R8277 φ25.2 41.0 17Min 5Min 12.6 φ1.0 

※본 제품은 압력밸브를 갖추고 있습니다. 압력밸브가 효과적으로 기능하도록 압력밸브의 

상부에 일정 공간（지름이 φ18 mm 미만인 제품；2mm 이상, φ18 mm 이상인 제품；3mm 

이상）을 두고 설치하십시오. 

 

 

외형 개략 사이즈는 참고값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용 시에는 제품 개별 

납입사양서를 당사에 요청하시어 상세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외형 개략 사이즈는 사전예고 없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용 시에는 당사에 확인해 주십시오. 

 

 

ＡＢ Ｃ Ｄ

Ｅ

＋

－

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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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리튬이온 커패시터에 관한 법 규제 및 가이드라인  

2014 년 시점에서의 관련 법 규제를 참고용으로 아래에 정리합니다. 

 

 

이용 시에는 최신 법 규제를 확인해 주십시오. 

 

 

NO. 법률・규칙 저장 수송 폐기 안전 

１ 소방법 ○ ○ － － 

２ IATA 위험물 규정 － ○ － － 

３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 － － 

４ 선박안전법 － ○ － － 

５ 항공법 － ○ － － 

６ 폐기물 처리법 － － ○ － 

７ 안전 애플리케이션 가이드 － － － ○ 

 

１．소방법（2014 년 6 월 13 일 법률 제 69 호）／화재예방조례（각 자치단체가 정함） 

리튬이온 커패시터에 사용되는 전해액의 저장, 국내 수송에 관한 규정입니다. 소방법에 

의해 지정 수량이 정해지고 화재예방조례로 통상의 취급량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리튬이온 커패시터（셀/모듈）에서는 전해액에 제 4 류 제 3 석유류 수용성 액체 위험 등급 

Ⅲ（소방법의 지정 수량 4,000리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별 전해액 사용량은 당사 

영업부를 통해 문의해 주십시오. 

또한, 이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허가를 받은 시설에서 정령(政令)이 

정하는 기술상 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상세사항은 소방법 및 각 

자치단체가 정한 화재예방조례를 확인해 주십시오. 

 

２．IATA 위험물 규정（2015 년 1 월 제 56 판） 

현재 리튬이온 커패시터는 2015 년도 IATA 규정에서는 위험물 제한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항공수송 규제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송 시에는 매번 확인하여 

적절한 수송방법을 이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３．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2014 년 12 월 12 일 국토교통성령 제 93 호） 

위험물의 선박운송이나 저장은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에 따르십시오. 

 

４．선박안전법（2014 년 6 월 13 일 법률 제 69 호） 

사용하고 있는 전해액은 인화성 액체류에 해당합니다. 선박안전법의 규정에 따르십시오. 

 

５．항공법（2014 년 6 월 13 일 법률 제 70 호） 

수송상 항공규제는 항공법의 규정에 따르십시오. 

 

６．폐기물의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법률（약칭：폐기물처리법, 폐소법 2015 년 7 월 17 일 제 58 호） 

폐기는 특별관리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의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각 자치단체가 정한 규정에 따르십시오. 

 

７．JEITA RCR-2377 리튬이온 커패시터의 안전 애플리케이션 가이드 

（2014 년 11 월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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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변경내용 연월일 변경내용 및 특기사항 

1st 2015 년 10 월 16 일 초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