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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1-1 적용 범위 

이 사용 매뉴얼은 AGV에 사용되는 Sinter 타입의 Nickel Cadmium Alkaline 

Battery(KXP TYPE)의 빠른 충전 사양에 적용된다. 

 

1-2 Battery를 서비스 하기 위한 상태 

(1) 작동 시 주변 환경 온도 

(Battery로부터 10mm 떨어진 장소) 

-5℃ ~ 40℃ 

(2) 3초 동안의 최대 방전 전류 5CA 이하 

(3) 10초 이상 방전시의 최대 방전 전류 1CA 이하 

(4) 1일 동안의 최대 방전량의 합계 10CAh 이하 

(5) 최대 급속 충전 전류 2CA 이하 

(6) 방전 depth (1 cycle) 10%의 DOD 이하 

(권장 수치) 

(7) 급속 충전시의 지속적인 방전 용량 25%의 DOD 이하 

 

1-3 Battery 배치 형태 

전압 Cell의 수량 

24V 시스템 20 cells 

48V 시스템 40 cells 

 

2. 사용 전 요구되는 작업 

이 Battery는 Sinter 타입의 Alkaline Battery이며 통상 방전 상태로 공급된다. 보통  

Battery를 공급 받으면 사용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하여야 한다. 

2-1   포장 물 개봉과 상태 확인 

(1) 조립되어 있는 Battery를 공급 받으면 포장 물에 이상이 있는지 우선 확인한다. 

그리고 Battery와 housing박스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봉한다.  

(2) Battery 의 수량과 Cell의 외관을 확인한다 

(3) Battery의 조립 상태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에 Battery를 예정된 자리에 안장

한다. 만약 이상 유무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바로 연락하기 바랍

니다. 

2-2 사용 전 준비 

(1) Cell들의 연결 상태와 AGV와 Battery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2) Battery는 출하 시 방전 상태로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충전을 한다. 

(방전작업은 반드시 유지보수를 위한 전용 충, 방전 도구를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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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보수와 취급방법 

3-1 확인 

 (1) 사용 시작 전 확인 

품목 기술 기준 조치 

Total Battery 전압 Cell들을 연결한 후에

계측기를 이용하여

total 전압을 측정한

다. 

Open 전압은 24V 시

스템에서는 24V 이상

48V에서는 48V 이상

이어야 한다. 

만일 Open 전압이 기준

치보다 적을 경우 충분

하게 충전하거나 또는

Battery를 교체한다. 

 

(2) 매 분기별 확인 

품목 기술 기준 조치 

1) 단위 Cell  

전압 

계측기를 이용, 단위 cell 

전압을 0.5 단위나 그 이

상으로 측정한다. 

Open 전압은 1.2V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 

만일 Open 전압이 기준

치보다 적을 경우 충분하

게 충전한다. 

2) Total Battery  

전압 

계측기를 이용, total cell 

전압을 0.5 단위나 그 이

상으로 측정한다. 

Open 전압은 24V 시

스템에서는 24V 이상

48V에서는 48V 이상

이어야 한다. 

만일 Open 전압이 기준

치보다 적을 경우 충분하

게 충전한다. 

Container나 뚜껑에 금이

있거나 손상 또는 전해액

이 흘러나오는지의 여부

확인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한다. 

만일 전해액이 흘러나온

양이 경미하다면 젖은 걸

레로 닦아낸다. 상태가

심할 경우 교체한다. 

각각의 부품의 손상 유무

를 확인한다.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한다. 

손상 부품을 교체한다. 

먼지 등에 의한 더러움 아무 이상이 없어야

한다. 

젖은 걸레로 닦아낸다. 

3)Battery 외관 

 

 

 

 

 

 

 

 

 

 

 

외장 박스, 연결 bar, 연

결 선과 연결 단자의 녹

을 확인한다. 

녹이 스는 것이 없어

야 한다. 

깨끗이 닦고 방청 페인트

를 바른 후 수리한다. 

4)연결 상태 조임 볼트와 너트의 연결 조임

상태를 확인한다. 

느슨하게 조여 있지

않아야 한다. 

만일 느슨한 상태라면

14.7kN-cm으로 다시 조

인다. 

5)전해액 확인 충전 시에 전해액의 액량

을 확인한다.  

만 충전 상태에서 전

해액 표시선이 상한

선에 있어야 한다. 

정제수나 증류수로 상한

선까지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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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지보수를 위한 충, 방전 도구 

    충 방전 도구는 지속적인 충전과 방전에 사용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표 1: Battery 모델 별 유지보수를 위한 충, 방전 상태표 

Battery모델 KXP10,20,30, 40,50,60, 80.90,100 120,140,170 190,200,220 

일정한 방전 

전류 

약 2A, 4A, 6A 8A,10A,12A 16A,18A,20A 24A,28A,34A 36A,40A,44A 

일정한 방전 

지속시간 

약 5시간(최종 전압: 24V 시스템일 경우 20V, 48V 시스템일 경우 40V) 

이 수치가 Battery의 최대 용량의 방전시의 지속시간이다. 

충전 전류 2A,4A,6A 8A,10A,12A 16A,18A,20A 24A,28A,34A 36A,40A,44A 

충전 시간 7-8시간 

 

3-3 유지보수를 위한 충, 방전 

3-3-1 주기적인 사용기간 동안의 유지보수를 위한 충, 방전 

  Battery의 사용 시간을 충분히 사용하기 위해 주기적인 활성화가 요구된다. 유지보수를 

위한 충, 방전 전용 도구를 이용해서 활성화 작업을 해야 한다. . 

표준: 매1- 3개월 마다 1회의 활성화 작업. 위의 표 1. 에서와 같이 유지보수를 위한 충, 

방전 도구를 이용해 일정한 전류를 충전, 방전을 실행한다. (Battery의 온도가 40℃ 이하

일 경우 충, 방전을 시작한다. 주변온도는 15℃ ~ 25℃를 유지한다.) 

3-3-2 처음 사용 시 또는 1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활성화 

  Battery를 처음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개월 이상 경과했을 경우 유지보

수를 위한 충, 방전 도구를 이용해 방전 상태를 만든 후 활성화를 시킨 후 사용해야 한

다. 모든 상태는 위에서 언급한 것이 적용된다.  (Battery의 온도가 40℃ 이하일 경우 

충, 방전을 시작한다. 주변온도는 15℃ ~ 25℃를 유지한다.) 

3-3-3 장기간 보관 후 활성화 충, 방전 

    Battery의 활성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저장하는 동안 매 3개월마다 활성화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Battery의 온도가 40℃ 이하일 경우 충, 방전을 시작한다. 주변온도는  

15℃ ~ 25℃를 유지한다.) 

 

 3-4 청결 작업 

    항상 Battery와 뚜껑 부분을 깨끗이 해야 한다. Battery의 salted 현상은 전도 부분을 부 

식 시킬 수도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청소해야 한다. 

(1) 젖은 천으로 container와 뚜껑 부분을 청결히 한다. 절대 마른 천(특히 화학 섬유)이

나 먼지는 정전기를 일으킬 수가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다. 

(2)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단자는 전해액으로부터 영향을 받기가 쉬우므로 젖은 천으로 

닦고 완전히 말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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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예방 

3-5-1 충전 

(1) 충전 온도 

1) 특정 전류로 충전할 경우 주변 온도는 -5℃ ~ 40℃ 이내여야 한다. 

2)  –5℃ 이하에서는 충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2) 역 충전 

Battery를 역으로 연결한 후 충전하게 되면 Battery 내부에 가스가 생길 수 있으므

로 역 충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  전해액의 유출을 일으키고 제품 및 충전기의 손

상과 열을 발생하게 된다.  

(3) 과 충전 

정확히 명시된 수치와 명시된 시간으로 충전을 해야 한다. 과 충전을 계속할 경우 

Battery의 용량과 수명이 적어질 수 있으며, 전해액 감소로 축전지에 문제가 발생

될 수도 있다. (과 충전은 충분히 충전된 상태 이후에 계속 충전하는 것을 말한다.) 

3-5-2 방전 

(1) 방전 온도 

Battery를 방전할 경우 주변 온도는 -5℃ ~ 40℃ 이내여야 한다. 

(2) 과 방전 

과 방전은 Battery의 생명을 단축 시킬 수도 있으며 전해액의 유출을 일으킬 수도 

있다. 과 방전 되지 않게 전원을 끄는 것에 주의하여야 한다.  

(3) 큰 전류의 방전 

최대 방전 전류량 표 

Battery Model 3초 동안 최대 방전 전류 10초 이상 계속 방전시의 최대 전류량 

KXP 10,20,30,40  50A, 100A, 150A, 200A 10A,  20A,  30A,  40A 

KXP 50, 60, 80 250A, 300A, 400A 50A,  60A,  80A 

KXP 90,100, 120 450A, 500A, 600A 90A,  100A, 120A 

KXP 140,170,190 700A, 850A, 950A 140A, 170A, 190A 

KXP 200,220 1000A, 1100A 200A, 220A 

위 표의 기준 이상의 전류로 방전하지 말아야 한다. 

 

 

3-5-3 Battery 취급 주의 사항 

(1) Battery의 분해 금지 

절대 Battery를 분해하지 말아야 한다. 전해액은 매우 강력한 알칼리성이므로 피

부나 옷감 등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만일 전해액에 접촉했을 경우 즉시 충분

한 물로 씻어내야 한다. 만일 눈에 들어갔을 시에는 즉시 물로 씻어내고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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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류수 보충의 필요성 

이 증류수는 충, 방전하는 동안 가스가 발생되어 축전지 내의 전해액이 감소하므

로 1~3개월 내에 전해액의 액면을 확인하여 만 충전 후 증류수를 표시선 상한까

지 필히 보충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외부 단락에 대한 경고 

외부 연결을 단단히 하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로 인한 단락에 주의 하여야 한다. 

Battery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spark에 의한 화상을 입을 수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

다. 

(4) 감전 주의 

부주의한 전기 부분, Battery 단자, 연결 bar, 등의 접촉은 전기 감전을 일으킬 수 

있다. 용량 시험이나 유지보수 작업 시에는 반드시 안전 장화 및 장갑과 같은 보

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5) 화재 주의 

Battery 설치 시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발화물질을 멀리해야 한다. 

(6) 역 연결 금지 

Battery를 역 연결하지 말아야 한다. 역 연결 후의 충전은 충전과 함께 안전 밸브

의 작동으로 인해 Battery의 품질 저하 및 전해액이 새어 나올 수도 있다. 극성을 

확인하고 정확히 연결하여야 한다. 

(7) 새 Battery와 오래된 Battery의 혼용 금지 

새 Battery와 오래된 Battery 또는 다른 상표의 Battery의 혼용은 각각의 다른 특

성으로 인해 Battery 및 장비에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4. 보 관 

   4-1 보관 온도 

        장기보관 온도는 -5/40℃의 범위이나 가장 낮은 온도에서 보관 좋습니다. 

        주변이 부식 성 가스가 없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 하여 주십시오. 

   4-2 장기간 보관 

        장기보관을 위해서는 축전지를 방전하여 보관 하십시오. 

        장기보관은 축전지의 특성을 나쁘게 하므로 가능 하면 피하여 주십시오. 

        추천: 예비용 축전지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장기보관을 피하기 위해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개월에 1회의 활성화 충, 방전을 실시하십시오. 

        장기보관 후에는 용량이 적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충, 방전을 2-3회 반복하면 축전

지 용량이 회복 됩니다. 

        방치 중에 축전지 표면에 하얀 결정이 묻어 있는 경우에는 젖은 천으로 깨끗이  

닦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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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축전지 교체시기 

      축전지가 수명 말기에 가까워지면 가동시간이 짧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축전지로 교체하여 주십시오. 

   6. 축전지의 폐기 

      사용 후 축전지의 폐기는 국가에서 정한 방법으로 처리 되여야 하므로 폐기시 에는 

      당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출하 후 12개월입니다. 

   8. 안 전 

  축전지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히 취급 설명서를 읽어 주십시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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