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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전지 관리 매뉴얼】

○ 사용환경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

  1. 열악한 환경(충전조건, 고온, 밀폐공간 등)에는 필히 RP전지의 사용이 금지 되어야 함 

  2. RP전지는 액식전지로 과충전시 Gasing량 과다로 쇼트, 화기접근시 파열강도가 매우 커서

    액비산, 수지파편에 의한 안전사고 우려

     ※ RP전지는 수배전반, 발전기용 등 기계장치 예비 전원용이므로, 이 외 용도(운반용 전동차, 레저용 등)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 축전지실 환경

   1. 냉방설비가 확보되고 가동되어져야함

     - 관리온도는 25℃를 유지토록 한다

   2. 축전지실이 협소하거나 밀폐되어 있지 않아야함 

     - 환풍기 가동 및 흡기,배기구 확보 

     - 축전지실에 충전설비와 축전지 함체만이 확보되어져야함 

  ※ 축전지실에 냉방설비가 없고 협소, 밀폐되어 있으면 하절기에 35℃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됨 

  ※ 축전지 운용 온도가 높을때

     - 온도가 높을 수록 충전 전류가 증가하고 열발생량 증가로 가스 발생량이 증대되어 

      전해액 Dry-out 가속

     - 주위 온도가 높음에 따라 축전지에서 발생하는 열의 발산 능력 저하

       

< Fig. 1. 온도에 따른 충전 전류 변화 >



○ 축전지보관 함체(큐비클) 구조

   1. 함체에 환기 기능이 확보되어져야함

     - 환풍팬 가동, 환기구 4면 확보(상, 하, 측면)

   2. 축전지를 점검이 가능토록 충분한 공간 확보가 필요함

     - 함체에 설치된 전지의 단간 높이가 최소 200mm이상 확보되어져야함

      ※ 액면 확인(인디케이터) 및 전압, 볼트 조임 상태, 외관 등 점검이 가능해야함

   3. 함체 개폐가 용이하도록 공간확보(기타 잡자재로 인해 함체주위 협소) 

      ※ 축전지실에 냉방설비가 없고 협소, 밀폐되어 있으면 하절기에 함체 내부는 40℃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됨 

○ 충전설비 기능 확보

   1. 충전전압은 규정전압으로 관리되어져야함(규정전압: 13.1V/대, 25℃기준)

     ※ 온도에 따른 전압 보정이 이루어져야함

    - 온도보정 기준 : Cell 충전전압 = 규정전압 + {(현재온도-25℃)×-3㎷}        

온도 0℃ 10℃ 15℃ 20℃ 25℃ 30℃ 35℃

충전전압 13.55V 13.28V 13.28V 13.19V 13.10V 13.01V 12.92V

   2. 온도, 전압 등 관리범위를 벗어나면 충전이 안되도록 필히 설비에 차단기능이 설치 되어져야함 

 ※ 축전지온도 : 40℃이내, 전류(만충전시):3/1,000~3/10,000A 이내

 ※ 정상전압 13.1V~13.2V/대를 초과한 전압(14V로 운영시 1~1.5년, 15V로 운영시 0.5~1년 이내)

    으로 운영시 전해액 감액속도가 빨라 수명저하 및 파열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

 ※ 부동 충전전압이 높을때

   - 충전 전류가 증가하고 열발생량 증가로 가스 발생량이 증대되어 전해액 Dry-out 가속 

       

< Fig. 2. 충전 전압에 따른 충전 전류 변화 >



○ 운영 조건에 따른 기대수명

  - 당사가 규정하는 정상적인 운영조건(전압, 온도, 주기적인 점검실시)에서는 기대수명

    약 3년을 만족할수 있으나, 관리부재(과충전, 충전부족등)시에는 파열 및 수명 저하 발생 우려

   ※ RP전지 충전전압 / 온도 & 수명년수

     

충전전압 관리온도 기대수명

13.1V~13.2V/대 25℃ 약 3년

 

   ※ 축전지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최대 인자는 온도와 충전전압으로 기준온도(20℃) 대비

     약 10℃ 이상 상승시 수명이 50％ 이하로 줄어듬

                                                    < Fig. 3. 온도 따른 축전지 수명 변화 >

 
○  정기적인 유지, 보수 실시 

   1. 충전전압, 온도, 전해액량(인디케이터 확인)이 주기적으로 관리되어져야함

   2. 유지, 보수 업체는 필히 축전지 정기점검(전압, 온도, 전해액량 등)이 이루어져야 함

○ 축전지실 환경 부적합 사항등 이상 발생시 즉시 개선 조치

※ RP전지는 상기와 같은 조건등이 유지, 관리되지 않을 때는 전지파열 및

전지 기대수명을 만족할 수 없음을 인지하시고 상기와 같은 관리 Point를 

필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축전지 기대수명을 만족토록 협조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