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위험 충전방법
1. 아래의 실험 그래프는 실험되어 지고 있는 전지(또는 에너지저장장치)가 3cycle 은 정상적으로
실험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전지의 결함(내부구조 의 결함 등)이나, 충방전장비의
전압측정문제, 실험 캐이블 의 연결 불량(접촉볼량)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4번째 cycle 에서는 충전을 계속하여도 전압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이 발생 하였으므로 실험조건에
의하여 장비는 계속하여 충전을 전행 할 것입니다. 대체로 전지의 내부 이상이 원인 인 경우 에는
충방전 장비가 정전류 제어등 (Constant Control)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상황이 감지되는
경우에는 일정시점에서 실험이 Problem 상태로 되어 충전이 종료되어질 수 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하여 충전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지에 과도한 충전으로 인하여 폭발(화재)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와 같이 장비는 계속하여 전압을 읽고(전압의 상승과 하강이 측정되고 있슴) 있는 것 을 볼 때
장비의 전압측정이상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장비의 전압회로는 거의고장확률이 낮으며 고장인 경우에는
대체로 측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나 거의 터무니없는 값을 측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래의 경우는 전지의 내부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장비이건 전지의
결함이건 어떤 것이 원인이든지 안전하게 실험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험을 하여야 하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을 시행하는 연구자가

충전시 여러 가지 안전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충전을 시행하는 결과이므로 연구자의 책임입니다
그르므로 연구자는 아래의 기술사항을 충분히 이해하여 충전 시에는 반드시 end condition 을 부가적
으로 설정하여 충전을 하여야합니다.

2.해결책
이러한 폭발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충전을 하기 위하여는 여러 가지 안전조건을 충전step 에
설정하면 안전한 실험이 가능합니다.(아래의 여러가지 안전조건이 삽입된 test procedure 참조요망)
2-1: 충전step 에 <pk end condition 을 설정한다.
충전step 의 end condition 에 <pk

<10mV 를 입력하면 전압이 최고전압대비 10mV 이상

하강하면 충전step 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충전 시에는 전압이 반드시 상승하여 야하며 전압이 하강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전압이 하강하면 비정상적인 충전이므로 충전을 계속하여서는 않됩니다
(간혹 NI-CAD 또는 NI-MH 전지의 경우에는 충전초기에 약간의 전압하강이 발생합니다)
2-2 충전step 에 >=AH end condition 을 설정한다.
충전step 전지의 용량을 고려하여 충전 종료 시 까지의 AH 값보다 약간 많게 암페어 아우어 값을
설정하면 전지에 과다한 에너지가 충전되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없습니다
2-3: 충전step 에 -d1

end condition 을 설정한다. (End if :(X1-X0) ≦ ∆X)

전압인 경우 입력한 시간동안 값의 변화가 입력한 값보다 작거나 같은경우-값의 변화가 너무 작은경우

즉 값의 변화(상승또는 하락)가 일정값 이상이 되어야 함에도 값의 변화가 없는 경우는 이상현상
으로 보고 종료하는조건 충전step 의 end condition 에 -d1 ≦ 0.010/10 를 입력하면 10분
동안 전압의 변화폭이(상승 또는 하락)이 10mV 이하인 경우 충전 step 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2-4 충전step 에 +d1

end condition 을 설정한다. (End if :(X1-X0) ≧ ∆X)

전압인 경우 입력한 시간동안 값의 변화가 입력한 값보다 크거나 같은경우- 값의 변화가 너무 급격히 큰 경우

즉 값의 변화가(상승 또는 하락) 일정값 이상이 되지 말아야 함에도 값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
하는 경우는 이상 현상으로 보고 종료하는 조건 충전step 의 end condition 에 +d1 ≧ 0.060/10
를 입력하면 10분동안 60mV 전압의 변화폭이(상승 또는 하락)이 60mV 이상인 경우 충전 step 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