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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배터리의 수명을 바람직하게 연장시키기 위한 납 산 저장 배터리의 충전 방법을 제공한다. 충전 공정의 종료는

인가되는 충전 전압의 1차 도함수(dv/dt) 및 2차 도함수(d2v/dt2)의 평가에 기초한다. 상기 1차 도함수(dv/dt) 및 2차 도함

수(d2v/dt2)를 충전의 기준으로 활용하여, 배터리로부터 이전에 소모된 암페어-시의 정확한 양을 고려한 과충전량이 인가

된다. 또한, 본 발명의 충전 공정을 실행하기 위한 충전기 장치가 개시된다.

대표도

도 1a

색인어

딥 사이클 납 산 배터리, 재충전, 과충전 에너지, 충전기, 1차 도함수, 2차 도함수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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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플러딩형 딥-사이클(flooded deep-cycle) 납 산 전기 저장 배터리에 대한 재충전 공정의 종료를 제어하는 방법

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바로 앞번에 행해진 배터리 충전에 이어서 방전된 에너지의 양에 비례하는 양

의 재충전 에너지를 상기 배터리에 공급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또한 이러한 방법을 수행하는 장치에 관한 것

이다.

배경기술

재충전식 전지 저장 배터리로는, 예를 들면, 니켈-카드뮴, 니켈 금속수소화물, 니켈-철, 리튬, 은-카드뮴 및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와 같이 매우 다양한 종류가 알려져 있다.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는, 예를 들면, 종래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SLI

(starting, lighting, ignition) 납산 배터리와는 상이하다; 즉 SLI 배터리는 실질적인 방전과 재충전의 반복되는 사이클을

견디도록 설계되거나 구성된 것이 아니므로, 본 발명의 개념에서 볼 때 재충전식 배터리가 아니다.

미국 특허 제4,392,101호 및 제4,503,378호로 공개된 바와 같이, 재충전식 배터리에는 종류에 관계 없이, 배터리의 충전

이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거나, 또는 비교적 예측 가능한 정도로 부족하되 거의 완전

충전 상태에 가깝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 변하는 소정의 특징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상기 특허를 비롯한 그 밖의 문헌

에는 상기 특징을 모니터하고 그러한 특징의 특정한 현상, 조건 또는 상태를 탐지하여, 탐지 내용을 이용하여 배터리 충전

공정을 종료하거나 설정된 시간 동안 또는 설정된 방식으로 충전을 계속하기 위한 장치 및 기술이 기술되어 있다. 상기 설

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탐지된 현상의 시점에 사용된 것과는 다른 충전 공정을 이용한다. 상기 충전 현상 탐지 기법은, 예를

들면 충전 공정중에, 배터리 전압 또는 배터리 전류의 변화를 설명하는 시간 기준 곡선에서 특정한 변곡점(變曲點)을 검출

하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곡 분석법(inflection analysis method)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기술되어 있는 변곡 분

석이 대부분의 충전식 배터리의 충전을 제어하는 데 잘 적용되지만, 이제까지 설명된 변곡 분석은, 배터리 전해질이 겔

(gel)처럼 어떠한 지지 매트릭스(matrix)에도 갇히지 않은 액체(일반적으로 황산)인,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의

재충전을 제어하는 데에는 만족스럽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는 골프 차량, 포크 리프트 트럭 및 가위형 리프트 차량과 같은 전기 구동형 차량의 에너

지 공급원으로 널리 사용된다. 상기 배터리는 또한 병원 및 그 밖의 건물과 설비에서의 중단방지형 동력 공급에 사용되며

광전지 동력 장치의 구성 요소로서 사용된다. 전술한 변곡 분석 기법이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의 재충전 제어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는 일례로서 전기식 골프 차량에서 그러한 배터리가 사용되는 사실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전기식 골프 차량의 동력은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전기 배터리가 4개 또는 6개 정도 조합된 세트에 의해 공급된다. 지

정된 골프 코스에는 골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골프 차량이 무리를 이루어 있다. 무리 중의 여러 가지 차량에는 무리

중 그 밖의 차량보다 더 오래된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을 수 있다. 특정 차량들은 다른 차량보다 더 자주 사용될 수 있고, 주

어진 날에 일부의 차량은 다른 차량보다 더 오래 사용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사용하는 골퍼의 상황 또는 주행

하는 지형의 차이에 따라 일부 차량들은 어느 지정된 날에 다른 차량보다 더 열악한 사용 조건에 놓일 수 있다. 또한, 차량

집단에 장착된 모든 배터리가 동일한 제조사의 제품이고 동일한 공칭 수명을 갖는다 하더라도, 배터리 성능, 수명 및 중요

한 점으로 재충전 공정에 응답하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배터리 종류들 간에는 여전히 유의적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결

과적으로, 상기 집단의 골프 차량들을 재충전시킬 시점인 하루 일과의 마감 시점에는 차량들 간의 배터리의 방전 상태가

현저히 달라서, 차량들 간에는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를 수 있다. 차량 집단 단위로 균일한 절차로 재

충전하는 것은 일부 배터리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재충전을 초래하거나, 상당 수의 배터리의 경우에는 심한 과충전이 이루

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배터리의 과충전은 배터리 수명을 단축시킨다. 흔히, 골프 차량 집단을 충전하도록 고용된 사

람은 실질적인 과충전의 효과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언제 과충전이 일어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모른다. 따라서, 전기식

골프 차량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실질적 과충전을 피하되,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방전 상태, 사용년수 및 제조 변수 등으로

인해 배터리들간의 차이점에 기본적으로 적응하여 그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과충전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된 상태로부터 실질적으로 방전시키고 방전된 상태로부터 완전 충전 상태로 재충

전시키는 반복되는 사이클을 견디도록 설계된다.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종류의 재충전 배터리와 비교할 때,

플러딩형 딥-사이클 산 배터리의 상기 액체 산 전해질은, 서로 조합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지정된 배터리 또는 여러 개

의 배터리 세트가 재충전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배터리의 상태에 비례한 제어된 과충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재충전

되는 것을 요구하는 특수한 조건을 제공한다. 달리 표현하면,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의 효과적인 재충전은 가장

최근의 사용 사이클(가장 최근의 충전에 이어지는 사용 기간) 동안 (방전된)배터리로부터 소모된 에너지의 양에 의해 결정

되는 제어된 과충전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 이유는 이전 사용 사이클 및 이어지는 재충전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액체 전해질에 발생되는 현상과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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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산 배터리의 셀이 방전할 때, 전해질의 산 이온은 셀 전극으로 이동하고 산소 원자는 셀의 활성 물질로부터 전해질 내로

이동하여 전해질의 수소 이온과 함께 물을 형성한다. 그 결과, 전해질의 산은 점차로 희석되어 그 비중이 최초의 높은 비중

치로부터 1.0에 접근한다. 셀이 재충전됨에 따라, 상기와 같은 이온 교환 공정은 반전되어 전해질 산과 활성 물질이 재생된

다. 겔 매트릭스에 존재하는 것과 상반되게 전해질이 셀 내에 유리 상태의 액체(free liquid)(즉, 액체가 플러딩되어 있음)

로 존재할 경우, 재생된 산은 희석된 전해질보다 무겁기 때문에 생성되면서 셀의 저면에 가라앉는다. 재충전 공정이 계속

됨에 따라 더욱 더 농축된 재생 산이 셀 저면에 모인다. 셀 활성 물질이 완전히 재충전되었을 때, 셀은 쿨롱(Coulomb)에 기

초하여 이론적으로 완전 재충전된다. 그러나, 전해질의 층형성(stratification) 때문에, 셀은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전달하

는 데 이용되는 양호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니다. 전해질은 셀 전체에 걸쳐 균일한 산성도를 갖지 못하며, 따라서 재생된

산 전해질은 재생된 활성 물질의 전 영역에 걸쳐 재생된 활성 물질과 균일하게 유효한 접촉을 이루지 못한다; 즉, 그 시점

에 셀이 방전하도록 명령을 받으면, 방전하는 전기화학적 공정은 전해질 산이 과도하게 농축된 위치인 셀의 하부에서 주로

일어날 것이다. 셀은 원하는 수준으로 에너지를 방전하지 못할 것이고, 셀 저면에 있는 과농축된 산은 인접한 활성 물질의

매우 급속한 열화를 초래할 것이다. 그 결과, 셀 수명을 현저히 단축시키는 방식으로 셀의 성능이 저하된다.

납 산 배터리 셀에 대한 재충전 공정 중 활성 물질의 완전한 재생 복구의 바로 앞 공정에서, 재충전 공정의 정상적 부분으

로서 가스가 셀 내에 생성된다. 가스의 기포는 전해질을 통과하여 셀의 상부로 올라오고, 상기 공정에서 셀 내에 전해질의

순환(교반)을 유도한다. 그러나, 재충전 공정이 활성 물질의 완전한 재생 시점에 종료될 경우, 발생되었을 가스의 생성량은

전해질이 셀 전체에 걸쳐 균일한 산 농도(균일한 비중)를 갖도록 하기에 적절하게 전해질을 교반시키는 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이유에서,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공정을 완전 재충전 시점을 초과하여 계속

하는 것, 즉 재생된 전해질의 적절한 교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동안 가스 생성 공정을 연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일이다. 즉,

셀을 의도적으로 과충전시킨다.

현재 실시되는 방식은 여러 개의 셀을 포함하는 상기 배터리를, 최대한의 교반을 필요로 하는 셀(들)의 전해질을 충분히 교

반시키기에 적합한 양으로 정의되는 소정량 만큼 과충전시키는 것이다; 소정량의 과충전에 대한 상기 정의는 셀이 이전의

사용 사이클에서 최대한 방전되었으며 셀이 사용 기간, 조건 및 온도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가정을 기초로 한다. 그러나,

상기 전기 골프 차량 집단의 운용에 대한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상기 가정은 재충전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의 실질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 결과적으로,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저장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공정의 종료 단계에서

적용할 과충전의 양에 관한 상기 가정에 의존하는 것은,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한 수의 상기 배터리를 유의적으로 과충

전시키게 된다. 상기 배터리의 유의적 과충전은, 특히 여러 번 이상 반복될 경우, 상기 배터리의 유효 수명을 실질적으로

단축시킨다.

전술한 설명은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저장 배터리의 재충전에 적용될 경우, 배터리 재충전 공정을 제어하는 변곡 분석

기법의 기존 설명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미국 특허 제4,392,101호는 재충전식 배터리의 재충전을 제어하는 데에 변곡 분석 방식을 이용한 초기 기술에 관한 것이

다. 상기 특허는 일반적인 재충전식 배터리가 재충전 공정에 대해 대체로 유사한 감응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교시한다. 상

기 특허는, 예를 들어 재충전 과정 동안 배터리 전압 또는 전류를 시간에 대해 그래프로 도표화하면, 얻어지는 전압/시간

또는 전류/시간 곡선이 대체로 유사성을 갖는 것을 교시한다. 충전 공정이 개시된 후 배터리 셀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는 특

정 물질에 관계 없이 이들 곡선은 그래프 선의 굴곡이 반전되는 적어도 한 쌍의 변곡점을 나타낸다. 이들 변곡점은 인가된

충전 에너지에 대한 배터리의 감응의 상이한 위상을 신호하거나 나타내며, 각각의 셀 형태에 대해 이들 변곡은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에 도달하기 전 또는 도달한 시점에 공정 중의 비교적 예측 가능한 때에 일어난다고 개시되어 있다. 상기 변

곡점 발생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실제 전압, 개별적 셀 특정, 개별적 충전 이력, 또는 실제 주위 온도

조건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관계 없이 일어난다)고 개시되어 있다. 상기 특허는 모니터되는 배터리 특성

(전압 또는 전류)의 시간에 관한 1차 또는 2차 도함수의 상태 또는 특성을 관찰함으로써 변곡점을 식별할 수 있다고 개시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특허는 2차 도함수의 그래프가 충전 공정 중에 제로 축을 적어도 2회 교차하고(도함수의 부

호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뀜), 상기 도함수의 두 번째 제로 축 교차는 배터리가 완전 충전에 도달

했을 때 일어나거나 완전 충전이 이루어지기 직전 약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날 것임을 교시한다. 그러나, 납 산 배터리의 경

우에, 상기 특허는 전압의 2차 시간 기준 도함수가 완전 충전에 대해 언제 발생하는가를 설명하고자 시도하고 있지 않다.

상기 특허의 주된 설명은 상기 도함수의 2차 제로 축 교차가 검출된 후 설정된 시간에 재충전이 종료되는 니켈-카드뮴 배

터리에 관한 것이다. 니켈-카드뮴 배터리는 화학적 공정의 일부로서 존재하는 가변 밀도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따라

서 그러한 배터리는 과충전 수단으로부터 혜택을 받거나 그러한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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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4,503,378호는 니켈-아연 배터리에 대한 변곡 분석 재충전 제어를 적용하는 것으로, 그러한 형태의 밴터리에

관해 시간에 대한 배터리 전압의 2차 도함수의 부호 변화(제로 축 교차)가 두 번째로 발생될 때 재충전이 종료되어야 한다

고 개시하고 있다. 또한, 2차 도함수가 포지티브로부터 네거티브로 제로 축을 교차함과 동시에, 2차 도함수의 제로 교차를

확인시키는 사실로서, 시간에 대한 배터리 전압의 1차 도함수 값이 최대치 또는 극대치에 있다고 기술한다.

EDN 메거진의 1994년 9월 1일 간행본에는 "Charge batteries safely in 15 minutes by detecting voltage inflection

points"라는 제하의 논문이 실려 있다. 상기 논문은 니켈-카드뮴 배터리의 고속 재충전에 관해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논문에는 변곡 분석이 납 산 배터리에도 적용된다고 언급되어 있다. 그에 관해, 상기 논문은 "납 산 배터리에서, 2차

dV/dt 변곡은 배너리가 완전 충전에 도달하기 전 예측 가능한 시간 간격에 일어나지만, 배터리의 암페어-시 용량 등급

(Ahr capacity rating)으로부터 완전 충전을 이루는 데 필요한 증가분 충전(incremental charging)의 지속시간을 용이하

게 도출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상기 기재 내용은 적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배터리의 재충전에 대한 진정한 필요의

관점에서 유의적으로 과충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게, 유효하게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를 충전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에 기여하지 못한다. 첫째, 납 산 배터리의 암페어-시 용량 등급은 엔지니어링 정보로부터 정확하게 판정

할 수 있는 명확한 값이 아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마켓팅 목적, 보증 정책 등의 제조자에게 고유한 사업적 요인 및 기타

요인의 결과로서 배터리의 모델 또는 형태에 대해 배터리 제조자기 부여하는 값이다. 배터리의 암페어-시 용량 등급은 단

지, 예상컨대 명기되지 않은 조건 하에서, 해당 종류 또는 형태의 평균적 배터리의 예상 가능한 성능에 대해 제조자가 기재

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특정 사용 사이클이 완료된 후 특정 배터리의 충전 요구, 즉 재충전 작업이 행해지기 전에 배터

리가 갖는 방전의 깊이에 관해 신뢰성 있는 관계가 없다. 둘째, 암페어-시 용량 등급은 배터리 자체가 아닌 소스로부터 알

아야 하는 값이다. 필요한 것은 배터리 자체로부터 도출된 정보, 즉 배터리의 방전 상태를 설명하며, 재생된 전해질을 적절

히 교반할 정도로만 배터리를 과충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배터리를 충전하

는 방법이다.

앞에서 인용한 특허 및 EDN 전문지의 논문은 모두 재충전 공정이 시작되기 전의 배터리 방전 상태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들 문헌은 상기 방전 상태에 관한 정보를 해당 배터리의 재충전을 제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전혀

제공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러한 기재 내용과는 별개 문제로, 골프 차량의 배터리와 같은 배터리에, 항상 그 배터리와 동

반하여 이동하는 전류계(적산전류계)를 물리적으로 장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배터리 사용 사이클에 이어서 배터리를 충전

기에 연결하면, "탑재된" 적산전류계가 충전기에 연결되어, 최종 사용 사이클 중에 배터리로부터 소모된 암페어-시의 값을

충전기에 통신할 수 있다. 암페어-시의 계량된 값에 원하는 계수(예를 들면 1.10 또는 110%), 즉 전해질에서 충분한 교반

을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진 수치를 곱함으로써 상기 정보는 충전기에서 총 충전량을 산출하는 전산 및 제어 장치에 적용된

다. 이어서 충전기 내의 전산 및 제어 장치는 충전기에 의해 배터리에 복귀된 암페어-시를 모니터한다. 충전 복귀를 위한

계산값이 도달되면, 상기 전산 및 제어 장치는 충전 공정을 종료하도록 충전기에 지시한다. 이 접근 방법은 유효하기는 하

나 배터리와 결합되어 있는 적산전류계로부터 충전기로 데이터를 통신하는 가중된 복잡성을 안고 있다. 이 접근 방법은 또

한 모든 배터리 또는 모든 배터리의 운용 세트마다 배터리의 환경에서 존속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되어야 하는 자체용 적산

전류계를 장착해야 하는 가중된 비용 문제를 갖는다. 이 접근 방법은 변곡 분석과는 무관하며 현장에서 분명한 실제적 문

제를 갖는다.

따라서, 배터리 기술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사람이 하나의 배터리 또는 소그룹의 배터리를 유의적으로 과

충전하지 않고 유효하게, 효율적이면서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의 활용성에 대한 요구가 있음은 명백하

다. 상기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러한 장치 및 방법은 하나의 배터리 또는 정의된 소그룹의 배터리에 대한 실제적 재충

전 및 전해질 교반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순응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된 소그룹(defined small group)"이라는 용어는

지정된 전기 골프 차량에 설치된 것과 같이, 거의 틀림없이 동일한 사용년수(age)인 다수의 배터리가 동일한 사용 이력을

가지며, 그룹으로서 최종 재충전된 시점과 문제되는 재충전 작업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에 동일한 사용 사이클을 공유하였

을 것임을 의미한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이상과 같은 설명을 감안하여, 본 발명은, 실제상의 재충전 요구조건 및 최소의 과충전 공정의 관점에서, 플러딩형 딥-사

이클 납 산 배터리를 개별적으로 또는 정의된 소그룹으로 재충전할 수 있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하는 데에 이제까지 종래

기술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상황을 해결한다. 본 발명은 새로운 방식으로 변곡 분석 원리를 적용하여 각각의 배터리 충

전 작업을 새로운 전산 및 제어 장치를 포함하는 충전기에 제공되는 배터리 또는 배터리 세트에 대한 요구에 맞춘다. 본 발

명에 의한 혜택 및 이점은 배터리가 제조되고 사용되는 방법에 전혀 변화를 요구함이 없이 효과적이고 신뢰성 있게 제공되

고 달성된다. 서비스 직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지 충전기를 배터리에 연결하고 분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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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충전 요구조건에 관한 정보는, 배터리에 짝을 이룬 적산전류계에 의존하지 않고, 충전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 자

체로부터 충전기에 의해 얻어진다. 즉, 충전기는 재충전 공정이 시작되기 전 배터리의 방전 상태에 대해 알지 못하며 알 필

요고 없다. 본 발명은 배터리 자체를 최대한 보호하며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방법 면에서, 본 발명은 납 산 배터리의 충전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방법은 공정을 실행하는 동안 배터리 전압을 모니터하

는 단계, 충전 시간을 기록하는 단계 및 배터리에 제공된 충전량을 암페어-시로 모니터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상기 방법은

또한 충전 공정에서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에 공지된 관계를 갖는 충전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판정하는 단계, 및 상기

공정의 시작 시점과 배터리가 완전히 충전되는 시점 사이에 공급되는 소망의 에너지 양과 동일한 완전 충전점을 초과하여

배터리에 공급할 수 있는 충전 에너지의 양을 판정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구조에 대한 관점에서, 본 발명은 납 산 배터리, 바람직하게는 딥 사이클 납산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충전기를 제공한다.

상기 충전기는 DC 전류 공급원, 전압계, 전류계, 타이머, dv/dt 측정 회로, 및 d2v/dt2 측정 회로를 포함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상기 충전기는 또한 DC 전류 공급원에 결합된 제어기, 전류계, 전압계, 타이머, dv/dt 및 d2v/dt2 측정 회

로를 포함한다. 상기 제어기는 배터리 재충전 작업에서 배터리가 완전 충전에 대해 실질적으로 소정의 퍼센트에 있는 시점

을 판정하고, 관계식 (Qs/p)=[QD/(1+x)]으로부터 QD 값을 판정하도록 구성되며, 상기 식에서, Qs는 작업 시작 시점으로

부터 d2v/dt2=0이고 dv/dt가 최대일 때까지의 시간 간격에 배터리에 공급되는 암페어-시 단위의 충전 에너지이고, p는

d2v/dt2=0일 때 배터리에 공급되는 보충 충전(replenishment charge)의 퍼센트와 등가인 소수(decimal)이고, x는 과충

전량으로서 배터리에 공급되어야 하는 보충 충전의 원하는 퍼센트와 등가인 소수이고, QD는 작업 시작부터 과충전량에 도

달할 때까지 배터리에 공급되어야 하는 암페어-시이다. 미리 설정된 완전 충전의 퍼센트가 98%인 경우, p=0.98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본 발명의 상기 특징 및 이점은 첨부하는 도면을 참조하여 하기의 상세한 설명을 통해 더 잘 이해될 것이다.

도 1(a)는 종래의 철공진형(ferroresonant) 충전기로 충전되는 납 산 저장 배터리의 단자에서의 전압 및 전류에 관한 그래

프로서, 일반적인 충전 사이클중 시간에 대해 도표화한 그래프이고,

도 1(b) 및 1(c)는 약 135 암페어-시의 사용 사이클 방전 후에 이루어진, 각각 80℉ 및 122℉에서의 유사한 배터리의 충전

프로파일에 대한 그래프이고,

도 1(d) 및 1(e)는 약 81 암페어-시의 사용 사이클 방전 후에 이루어진, 각각 80℉ 및 48℉에서의 유사한 배터리의 충전

프로파일에 대한 그래프이고,

도 2는 플러딩형 딥-사이클 납 산 저장 배터리에 대한 충전 공정의 일례의 흐름도이고,

도 3(a) 및 3(b)는 셀 전압을 모니터하는 충전 공정의 일례의 흐름도이고,

도 4(a) 및 4(b)는 셀 전압 및 충전 시간을 모니터하는 충전 공정의 일례의 흐름도이고,

도 5는 리프레시 충전(refresh charging)을 제공하는 충전 공정의 일례의 흐름도이고,

도 6은 충전 종료 이후의 시간 및 배터리 개방 회로 전압을 모니터하는 충전 공정의 일례의 흐름도이고,

도 7은 여러 가지 충전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본 발명의 일 실시예의 흐름도이고,

도 8은 충전 공정 제어 소자 IC 및 측정 전산 및 제어 장치("MCCD")를 활용하는 배터리 충전 시스템의 일례에 대한 시스템

블록도이고,

도 9는 본 발명의 배터리 충전 방법의 일 실시예를 활용하는 배터리 충전기의 일례에 대한 블록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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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풀이

완전 충전 QF: 배터리가 완전 충전 용량 상태에 있고 충전 에너지를 계속 인가해도 전극 또는 전극 활성 물질에 유익한 효

과가 없는 배터리의 상태;

초기 충전 상태 Qi: 배터리 재충전 작업 또는 공정이 시작될 때 배터리가 보유한 잔류 충전량;

보충 충전 QR: 배터리를 완전 충전 상태로 복귀하도록 초기 충전 상태의 배터리가 흡수한 충전 에너지의 양으로, 측정 단

위는 암페어-시임; QR=QF-Qi

충전 부족량(charge deficiency): 배터리의 완전 충전과 초기 충전 상태의 차이; 보충 충전 QR과 동일함

과충전 QO: 배터리가 완전 충전된 시점 이후에 재충전 작업 또는 공정이 종료될 때까지 재충전 작업 또는 공정이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에 공급되는 충전 에너지의 양으로, 측정 단위는 암페어-시임; 이것은 다음 번 사용 사이클 동안 양호한 성능

을 발휘하도록 배터리를 저절하기 위해 배터리에 공급되는 여분의 에너지임; 본 발명의 실시에서, 과충전의 크기는 보충

충전의 크기에 비례함;

사용 사이클: 배터리가 완전 재충전된 후, 배터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동안 배터리가 에너

지를 공급하는 기간;

쿨롱 충전 QC: 임의의 시점에 배터리가 보유하는 충전량;

공급된 충전(delivered charge) QD: 배터리 재충전 작업 또는 공정의 시작과 종료 사이의 시간중에 배터리에 공급된 에너

지의 암페어-시; 본 발명의 실시에서 이것은 보충 충전과 과충전의 합, 즉 QD=QR+QO임;

신호 충전(signal charge) QS: 재충전 공정의 시작과, 공정에서, 배터리의 특별한 전기화학 반응으로 인해, 배터리 충전 레

벨이 완전 충전에 대해 정수비(definite relation)를 갖는 것을 나타내는 검출 가능한 조건을 배터리가 갖는 시점에서 종료

되는 시간중에 배터리에 공급되는 충전량으로서 측정 단위는 암페어-시임; 납 산 배터리 전기화학 반응을 유도하는 것에

관한 본 발명의 관점에서, 감출 가능한 조건은 배터리 전압의 1차 시간 기준 도함수의 최대값과 공존하는 배터리 전압의 2

차 시간 기준 도함수의 제로 값임.

실시예

도 1(a)는 종래의 철공진형 충전기로 충전되는 납 산 저장 배터리의 단자에서의 전압 및 전류에 관한 그래프로서, 일반적

인 충전 사이클중 시간에 대해 도표화한 그래프이고; 그래프의 양상은 시간에 대한 전압, 전류, 및 전압의 1차 도함수와 2

차 도함수이다. 이러한 충전 특성은 철공진형 배터리 충전기로 납 산 배터리를 충전할 때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철공진형

충전기는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충전 작업중에 전류(128) 및 전압(101)이 변동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곡선의 특유한 형상

에 기여하는 변압기 및 정류기 회로를 포함한다. 충전 사이클을 실행함에 있어서, 충전 사이클의 지속시간 및 재충전 에너

지가 배터리에 인가되는 속도가 배터리에 재공급되는 충전량을 결정한다. 채워진 납 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은, 배터리에 들어오는 충전 전류가 현저히 감소된 상태에 도달한 후에도 배터리에 충전을 계속하

는 것, 즉 과충전시키는 것이다.

직전의 사용 사이클 동안 배터리로부터 소모된 암페어-시의 고정된 퍼센트까지 납 산 저장 배터리의 과충전을 제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수명을 크게 증가시킨다. 과충전 파라미터는 일반적으로 당업자에게 알려져 있는 변동되는 기

준에 기초하여 선택된다. 이와 같이 이전의 사용 사이클에서 소모된 암페어-시의 고정 퍼센트까지 충전된 배터리는 재충

전될 때마다 배터리의 총충전 용량의 고정 퍼센트로 정의된 과충전량을 공급받는 비교 대상의 배터리보다 더 긴 사용 수명

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재충전을 시작할 때 초기 배터리 방전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는 것은 배터리에 가장 바람직하

게 공급되는 과충전량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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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산 저장 배터리를 충전하는 동안 전압 감응(101)이 시간에 대한 함수로서 도 1(a)에 예시된다. 측정된 전압은 충전 사이

클 도중 여러 가지 시점에서 배터리의 단자를 가로질러 존재한다. 배터리의 매 충전 사이클에 대한 특정한 전압 감응(101)

은 인가된 충전 전류(128)의 주어진 값에 응답하여, 정상적으로는 배터리의 사용년수의 함수인 배터리의 온도 및 내부 조

건의 함수로서 변화된다. 따라서, 충전기에 연결된 배터리의 충전 부족량을 판정하는 기준은 신뢰성 있게 전압의 절대값을

기초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배터리 충전 부족량의 암페어-시의 결정은 채워진 납 산 저장 배터리의 고유 전압-시간 특성에 보다 더 신뢰성 있게 기초

한다. 바람직하게 활용되는 고유 전압-시간 특성(도 1(a) 참조)은 시간의 함수로서의 전압 V(t)(곡선 101), 시간에 대한 전

압의 변화율 dv/dt(곡선 104), 및 시간에 대한 전압의 가속도 d2v/dt2(곡선 106)이다.

외부 단자들을 가로질러 측정한 배터리의 전압 V(t)은 충전 사이클 동안, 인가된 충전 전류 I(t)(도 1(a)에서의 곡선 128)에

응답하여 변동한다. 충전되는 배터리의 단자들 사이의 전압 및 배터리에 인가되는 충전 전류는 일반적으로 충전 사이클 동

안 변동하는 배터리의 내부 저항 및 백(back) EMF(개방 회로 전압)에 관련된다.

지정된 시점에서, 배터리의 내부 저항은 배터리의 전해질 내에 형성된 배터리의 셀 구조를 이루는 일련의 전도성 소자에

의해 결정된다. 충전 사이클의 초기화 시점, 즉 t=0(도 1(a)의 지점 116 참조)에서, 초기 배터리 전압 Vi은 개방 회로 전압

이다. 충전 사이클의 초기화 시점에서, 충전기에 의해 공급되는 전류는 일반적으로 충전 사이클 동안의 최고치 Ii(지점

126)인 상태이다.

일반적인 충전 공정을 실행하는 동안, 배터리 전압(101)은 초기에 낮은 값 Vi인 상태이나, 중간 전압까지 급격히 상승하고,

이로부터 전압은 소정 시간에 걸쳐 서서히 계속해서 상승한 후, 기울기가 증가되는 상태로 전압은 다시 급격히 상승하여

마침내 최종적인 완전 충전된 전압 Vt 레벨에 도달한다. 배터리가 충전됨에 따라, 충전 공정에서 발생되는 열 및 증가되는

전해질의 비중으로 인해 배터리 백 EMF는 상승한다. 배터리를 충전할 때, 충전기에 의해 공급되는 전류(128)는 배터리 전

압(101)이 배터리 임피던스의 증가와 함께 단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감소된다.

충전의 최종 단계에서, 인가되는 에너지에 응답하여 전해질이 분해됨에 따라 수소와 산소가 전기 분해 반응으로 생성됨으

로써 배터리 백 EMF의 추가적 증가가 초래되며; 이 현상을 "아웃 개싱(out gassing)"이라 칭한다. 아웃 개싱은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에 근접하여 도달힐 때 일어나며, 배터리의 구성 요소는 더 이상 재생 방식으로 재충전 에너지를 받아들이

지 못한다. 아웃 개싱 공정이 진정되면, 배터리 단자들 사이의 전압은 본질적으로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최종 값에 접근

한다.

충전의 최종 단계에서, 전해질 교반 효과로 인해 배터리 단자 전압(101)에서의 약간의 증가가 나타난다. 전해질 교반 효과

는 아웃 개싱 공정에 의해 야기된다. 교반 효과는 배터리에서의 일련의 셀 각각 내부에 있는 전해질이 실질적으로 균질화

상태, 즉 균일한 비중(산 농도) 상태가 되도록 하여, 각각의 셀 내부의 배터리 백 EMF를 안정화시킨다. 종종 배터리 충전

시스템을 배터리의 내부 구조와 유사하도록 설계하고 바람직한 충전 공정을 제공하기 위해 충전 공정을 고려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터리 충전기는 다양한 형태의 회로 설계를 활용하여 구성된다. 충전기의 회로 설계에는 강자성(ferromagnetic) 및 스위

칭(switching) 기술이 포함된다. 다양한 형태의 배터리 충전기는 또한 충전기의 회로 설계와 합치되는 이른바 "프로파일"

또는 "알고리즘"이라는 하나 이상의 충전 공정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 프로파일은 또한 배터리 수명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서, 종종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에서의 내부 변화를 이용하도록 선택된다.

종료 스킴을 dv/dt=0에 맞춘 충전기는 일반적으로 배터리로부터 이전에 얻어진 충전량의 118% 내지 124%를 제공한다.

계속해서 도 1(a)를 참조하면, 시간에 대한 전압의 제1 도함수(104) 및 제2 도함수(106)는 배터리에 대해 원하는 충전 요

구조건에 관한 추가의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상기 제1 및 제2 전압 도함수는 용이하게 검출되는 뚜렷한 상태의 전환을 제

공한다. 이들 제1 및 제2 도함수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는 배터리마다 독특한 신뢰성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따라서 충전 프

로파일은 그 특정 배터리에 맞추어질 수 있다. 배터리의 충전 공정을 전압 감응(101) 곡선의 제1 도함수(104) 및 제2 도함

수(106)의 선택된 양태에 기초함으로써, 특정 충전 작업 동안 특정 배터리에 적절한 과충전량을 제공하도록 배터리의 독

특하고 개별적인 충전 요구조건을 고려한 충전 공정이 실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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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a)에서, 종래의 철공진형 충전 공정에 의해 제어되는 충전 사이클이 진행되는 예시적 플러딩형 딥 사이클 납 산 저장

배터리의 전압 특성 V(t)이 곡선(101)로 나타나 있다. 충전 사이클의 종료 시점에서, 전압 곡선(101)과 그의 제1 도함수

(dv/dt)(104) 및 제2 도함수(d2v/dt2)(106)의 상관관계는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에 비교하여 실제로 소정 상태에 있는

시간에 대한 유용한 표시를 제공할 수 있다. 채워진 납 산 배터리에 대한 상기 소정 상태는 배터리가 완전충전의 약 98%에

있는 상태이다. 도 1(a)에서 상기 상태는 그래프의 수평 시간 기준선 상의 점(108)로 식별된다.

전압 곡선(101)에서, 전압은 충전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 전시간에 걸쳐 증가한다. 충전 사이클이 종료되기 이전에, 전압

곡선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해서 솟아 오른 다음 하강한다. 상기 급격한 증가의 도중에 곡선(101)은 변곡점(115)을 가지

며, 이 시점에서 전압은 가속화를 끝내고 감속을 시작한다. V(t)의 1차 도함수의 그래프인 대응 곡선(104)에서, 1차 도함

수(dv/dt)의 최대값(114)은 V(t)의 변곡점(115)이 발생함과 동시에 발생된다. 전압 곡선(101)의 1차 도함수(dv/dt)는 피

크 값으로 재상승하지 않는다. dv/dt의 최대값(114)은 전압 변곡점(115)보다 더 정확하게 98% 충전점(108)을 나타내 준

다.

철공진형 충전이 진행되는 납 산 배터리의 1차 도함수(dv/dt)의 변화, 또는 전압 대 시간의 변화율을 나타내는 곡선(104)

은 2개의 감응 피크를 갖는 곡선(106)을 특징으로 한다. 초기에, 1차 도함수(104)는 급격히 변하는 배터리 전압에 대응하

여 높은 값을 갖는다. 다음에 배터리 전압의 변화율에 대한 곡선(104)은 전압 곡선(101)이 완만한 변화의 기간을 지나가면

서 감소된다. 변화율의 작은 값에 이어서, 점(114)에서 피크를 이루는 두 번째 급격한 변화율의 증가가 일어난 다음 하락한

다. 상기 피크(114)는 전압 곡선(101)의 변곡점에 대응하며, 여기서 최대 기울기가 측정된다. 전압이 가장 빠른 속도로 변

하는, 전압 대 시간 곡선(101)에서의 변곡점(115)은 1차 도함수 곡선(104) 상의 대응하는 극대점(114)을 갖는다. 1차 도

함수 극대점에 도달한 후, 전압(101)의 변화율(104)은 감소한다.

철공진형 충전이 진행되는 납 산 배터리의 전압 대 시간 함수의 2차 도함수(d2v/dt2)가 곡선(106)으로 표시된다. 2차 도함

수는 곡선(104)의 변화율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는 또한 전압 변화의 속도를 설명한다. 따라서, 곡선(106)은 배터리 단자

에 인자괸 전압의 값이 배터리 충전 공정 동안 가속화되고 감속화되는 상태를 설명한다. 2차 도함수 곡선(106)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차 도함수 곡선(104)이, 앞에서 설명한 극대점(114)에서와 같이,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제로(0)인 지

점에 도달할 때 2차 도함수는 제로이다.

1차 도함수가 최대값에 도달하고 2차 도함수가 제로 값을 갖는 시점은 배터리로부터 이전에 소모된 암페어-시의 98%가

배터리에 복귀된 시점(108)과 매우 정확히 일치한다. 2차 도함수(d2v/dt2)의 포지티브 값에서 네거티브 값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1차 도함수 값의 완만한 변화보다 더 쉽게 정확히 식별할 수 있다.

곡선(106) 상의 점(108)은 상이한 배터리에 대해서는 상이한 시간(t)에 일어나는데, 이 특성은 배터리 각각의 초기 방전

상태, 사용년수 및 온도 특성에 관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108)은 인가된 전류(128)가 거의 전부 가스의 생성에 사용

되는 충전 공정에서의 시간에 대응한다. 상기 점은 본 발명의 실시에서 신호로서 이용되며, 그 시점에서 배터리로 복귀된

충전량으로서, 해당 재충전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측정된 충전량을 신호 충전 QS라 명명한다. 원하는 과충전량 QO와 함께,

QS의 크기 및 QS의 크기와 배터리 완전 충전량 QF와의 관계를 알면, 총 공급 가능한(공급된) 충전량 QD을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충전 공정을 제어할 수 있다. 배터리가 채워진 납 산 배터리일 경우, 80℉에서 QS=0.98QF이다. 배터리가 다른

온도에 있는 경우, QS 대 QF의 관계는 상이할 수 있지만, 배터리 온도가 실온보다 현저히 낮은 온도가 아니라면,

QS=0.98QF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은 유용하며 유의적 개선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배터리에 공급된 충전량은 암페어-시("amp-hours")를 단위로 하여 측정할 수 있다. 1암페어-시는 1암페어의 전류에 의

해 1시간 동안에 배터리에 공급된 충전량이다. 따라서, 암페어-시 규격의 충전 용량을 갖는 완전히 소모된 배터리를 충전

전류를 1암페어로 하여 상기 용량에 대해 완전 충전된 상태 또는 완전 충전에 대해 원하는 비율로 배터리를 복귀시키기 위

해서는 상기 규격의 암페어-시 용량 수치와 동일한 시간이 걸린다.

배터리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완전 충전량 QF를 초과하는 특정한 과충전량 QO이 선택된다. 일 실시예에서, 과충전

량은 보충 충전량 QR의 108%가 되도록 선택된다. 즉, 도 1(a)에서, X는 보충 충전량보다 8% 많은 충전량이 배터리에 공

급되었을 때의 시간이며 또한 그 배터리에 대한 재충전 작업이 종료되는 시간이다.

원하는 조절을 달성하기 위해 배터리에 유용하게 복귀되는 충전량은 하기 관계식에 의해 알 수 있다:

등록특허 10-0600619

- 8 -



(특정한 과충전 %)(충전 시작부터 완전 충전의 98%까지의 암페어-시)

= (초기 충전부터 특정한 과충전에 도달할 때까지의 암페어-시)(98%)

앞에서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여 달리 표현하면

QS/0.98 = QD/(1+x) (식 1)

이며, 상기 식에서 x는 과충전량으로서 배터리에 공급할 보충 충전량 QR의 퍼센트와 동일한 소수이다. 적용 가능하고 바

람직한 x의 값은 0.10이다.

도 1(a)의 시간 T, 즉 점(112)은 배터리가 완전 충전되는 시점, 즉 충전 레벨 QF에 도달하는 시점이다. 충전량 QS는 2차

도함수의 제로 교차를 결정함으로써 알게 된다. 따라서, 재충전 작업이 이루어지는 동안 공급될 총 충전량 QD는 충전 특성

곡선의 동적 양태의 분석에 의해 QS가 밝혀졌을 때 알 수 있다.

액체 전해질의 기체상 교반에 의해 원하는 정도의 조절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터리에 공급되어야 하는 과충전량은 약 8%

내지 약 12% 범위인 것이 바람직하며, 약 10%인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도 1(b) 및 1(c)는 각각 80℉ 및 122℉에서의 배터리의 충전 프로파일에 대한 그래프이며; 임의의 원하는 프로파일을 이용

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프로파일은 일정한 파워 프로파일이다. 이러한 경우에, 각각의 재충전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135

또는 136 암페어-시가 배터리에 공급되었다. 충전 부족량의 98% 및 다른 퍼센트가 배터리에 복귀된 시점이 각각의 그래

프에 표시된다. 122℉의 온도를 갖는 고온의 배터리는 충전 전압의 2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일 때보다 더 일찍 0.98QF 신

호 시점에 도달한다. 그러나, 완전 충전의 98%에 비례하는 d2v/dt2의 발생애세의 온도 기준 변위는 경미하다. 그러한 매

우 높은 온도의 배터리에 대한 QS=0.98QF의 이용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생되는 배터리의 과충전보다 훨씬 적은 과충전

을 초래한다.

도 1(d) 및 1(f)는 각각 80℉ 및 48℉에서의 배터리의 충전 프로파일에 대한 그래프이다. 이들 경우에, 충전 작업을 시작하

기 전에 81 및 82 암페어-시가 배터리에 공급된다. QC=0.98QF 및 QC=1.09QR인 시점이 각각의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다.

이들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저온 배터리의 신호점은 전압 곡선을 다라 오른쪽으로 변위된다. 예를 들면, 저

온 배터리는 충전 전압의 2차 도함수의 값이 제로인 시점에서 완전 충전의 98% 미만의 상태일 것이다. 저온 배터리에 대

한 2차 전압 도함수의 값이 제로일 때, 완전 충전의 단지 82%가 배터리에 복귀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관계식

QS=0.98QF의 이용은 배터리에 대한 일정량의 충전부족을 일으키지만, 배터리를 유의적으로 해치지 않는다. 일반적인 산

업적 온도 범위에 걸쳐, d2v/dt2=0인 시점에 배터리로 복귀되는 충전량의 퍼센트는 일반적으로 총충전 용량 QF의 845 내

지 102% 범위에서 변동된다.

온도를 공정에 요소로 넣는 간단한 방법은 온도를 직접 측정하여 공정에서의 요소로 포함하는 것이다. 그러나, 배터리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는 데 효과적인 온도 센서를 추가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며 증가된 신뢰성을 갖는 저비용 충전 시스

템을 제조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은 또 다른 수준의 복잡성을 일반적 충전 시스템에 부가하는 것이다.

도 2는 납 산 저장 배터리용 충전 공정의 일례를 나타내는 흐름도이다. 배터리의 985 충전점에 대응하는 1차 도함수 및 2

차 도함수 정보를 결정하고 활용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판정하는 공정이 실행된다. 그러한 공정은, 예를 들면, 배터리 충

전 시스템을 포함하고 바람직하게는 배터리 충전기의 일부인 컴퓨터, 마이크로프로세서 또는 그 밖의 제어 장치를 구동하

는 지시의 프로그램 세트로서 실행된다. 상기 지시는 휘발성 또는 비휘발성 메모리 또는 매스 저장 매체 상에 기억될 수 있

다.

상기 공정을 시작할 때, 충전 공정을 시작하도록 명령(202)이 초기화된다. 다음 단계에서, 타이머 회로가 초기화된다(204)

. 이와는 다른 공정에서, 타이머 회로는 조작 또는 조작의 시퀀스의 시간을 측정하도록 마이크로프로세서를 명령하는 데

사용되는 것과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실행될 수 있다. 시간은 단계 (206)에서 기록됨으로써, 원하는 전압 조건에 도달하면,

경과된 시간을 알 수 있다. 다음에, 전압의 1차 도함수 및 2차 도함수에 대한 모니터링이 단계 (208)에서 초기화된다.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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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함수의 값은 단계 (210)에서 평가된다. 2차 도함수가 제로가 아니면, 공정은 단계 (212)에서 이루어지는 평가 단계까지

계속된다. 단계 (212)에서, 전압의 1차 도함수는 최대값에 도달했는지 여부를 판정하도록 모니터된다. 최대값에 도달하지

않았으면, 1차 도함수는 단계 (208)에서 계속 모니터된다. dv/dt가 단계 (212)에서 최대값이라고 판정되면, 공정 흐름은

단계 (214)로 분기된다. 단계 (214)에서, 완전 충전의 98%에 도달하도록 측정된 시간이 적용되고, 원하는 과충전의 퍼센

트가 배터리에 부가될 수 있도록 부가적 충전 시간이 전산된다. 단계 (214)의 실행은 타이머로부터의 정보, 및 앞에서 설명

한 관계 및 원하는 x(과충전 퍼센트) 및 QS/QF의 값을 정의하는 프로그램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QS 및 QD를 전산하기 위한

배터리에 공급된 총 암페어에 관한 정보의 이용을 포함한다.

본 발명의 실시예에서, 단계 (210) 및 (212)에서 실행된 평가는 공정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호 교환될 수 있다. 또

한, 예시적인 단계 (212)에서 실행된 전압의 1차 도함수의 최대값에 대한 편정은 연속적으로, 또는 당업자에게 공지되어

있는 샘플링 방법을 활용하여 행해질 수 있다.

충전 사이클의 초기화로부터 d2v/dt2=0가 될 때까지 초기 충전 시간이 결정되고, 단계 (214)에서 원하는 과충전을 제공하

기 위해 추가의 시간이 계산된 후, 공정(단계 216)은 원하는 과충전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시간 동안 배터리가 충전되도록

명령한다. 추가의 충전 시간이 경과된 후, 충전 사이클은 단계 (218)에서 중지된다.

본 발명에 따른 배터리 재충전 공정이 종료되어야 할 때를 결정하는 데 유용한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Qs/p=QD/(1+x)

상기 식에서, QS 및 QD는 앞에서(용어풀이 참조) 정의된 바와 같고, x는 배터리가 완전 충전된 후, 배터리의 원하는 조절

(전해질 교반)을 달성하기 위해 배터리에 적용되어야 하는 보충 충전량 QR의 퍼센트와 등가인 소수이다.

배터리의 완전 충전량이 1000이고, 원하는 과충전 퍼센트는 8%라고 가정한다. 재충전 작업을 시작할 때 배터리가 50% 방

전되어 있을 경우, QS=0.98(1000-500)=490이고, 따라서 QD=540이다. Qi+QD=500+540=1040이므로, 재충전 작업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실제 과충전량은 40이다.

재충전을 시작할 때 25% 용량(Qi=250)인 배터리에 대해 동일한 가정을 적용하면, QS=0.98(1000-250)=735, QD=810,

Qi+QD=250+810=1060이고, 따라서 공급된 과충전량은 60이다. 마찬가지로, 재충전을 시작할 때 배터리가 용량의 70%

상태인 경우, QS=0.98(1000-700)=294, QD=324, Qi+QD=700+324=1024이고, 따라서 공급된 과충전량은 24이다.

재충전 작업이 시작될 때 배터리가 매우 심하게 방전되어 있을 경우, 전해질의 심한 희석 상태로 인해 산 전해질의 비중이

낮다(1.00 근방)는 것을 상기해 보자. 재충전이 시작될 때 전해질의 희석도가 높을수록 완전 충전 시에 전해질의 밀도 층형

성이 더 크고, 따라서 배터리 셀을 통해 전해질을 실질적으로 균질한 상태로 만듦으로써 배터리를 적절히 조절하기 위해

가스 생성에 의해 더욱 전해질을 교반할 필요가 있다. 역으로, 배터리가 재충전이 시작될 때 비교적 경미하게 방전되어 있

을 경우, 산 전해질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 및 완전 충전 시에 상대적으로 낮은 밀도 층형성을 가질 것이며, 따라서 배터

리의 적절한 조절을 위해 전해질의 교반 필요성이 낮을 것이다. 전술한 예는 본 발명이 배터리를 적절히 조절하는 데 필요

하다고 판정되는 과충전량 만큼만 재충전된 배터리에 공급하되, 지나치게 과충전시키지 않음을 제시한다. 배터리가 과충

전되는 양은 재충전이 시작될 때 배터리의 방전 상태와 함수 관계에 있다. 재충전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은 배터리 자체로

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통해 결정된다. 이것이 도 2∼7에 예시된 배터리 재충전 공정의 특징이다.

도 3(a) 및 3(b)는 셀 전압을 모니터하는 충전 공정의 흐름도이다. 단계 (302)∼(316)은 단계 (202)∼(216)과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정에서 소정의 최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충전은 종료되지 않는다. 예시적인 실시예에서, 셀 전압이

그러한 최소 조건 중 하나이다. 단계 (318)에서 셀 전압이 모니터된다. 셀 전압이, 예를 들면, 셀당 2.45 볼트에 도달하면,

충전 알고리즘은 단계 (320)에서 종료된다. 이와는 달리, 다른 형태의 배터리에 대해서는 다른 셀 전압이 활용될 수 있다.

셀 전압이 셀당 2.45 볼트에 도달하지 않으면, 공정은 도 3(b)의 문자 A로 분기된다. 이 공정에서, 1차 도함수 전압이 제로

가 될 때까지 충전 공정이 종료되지 않는 상태로 충전은 디폴트(default)한다. 따라서, 충전은 단계 (322)에서 계속된다.

충전이 진행되는 동안, 1차 도함수는 단계 (324)에서 계속적으로 평가된다. 1차 도함수가 제로에 도달하면, 충전 공정은

단계 (326)에서 종료된다. 1차 도함수가 제로에 도달하지 않으면, 충전 공정은 1차 도함수가 제로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

다음 공정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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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a) 및 4(b)는 원하는 과충전을 이루기 위해 셀 전압 및 충전 시간을 모니터하는 충전 공정의 흐름도이다. 이 공정은 도

3의 대안적인 실시예이다. 도 4(a)에 나타낸 공정은 도 3(a)의 공정과 유사하고, 단계 (402)∼(426)은 단계 (302)∼(326)

과 동일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공정에서 소정의 최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충전은 종료되지 않는다. 셀 전압이 그러한

최소 조건 중 하나이다. 단계 (418)에서 셀 전압이 모니터된다.

도 4(a) 및 4(b)에 제시된 공정은

특정 응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정도로 소정의 시간 내에 충전이 완결되지 않을 경우 충전 사이클을 종료시키

는 추가적 보완책(back-up)을 제공한다. 전술한 실시예에서, 16시간이 완전 충전을 완결하는 최대한의 시간으로 생각된

다. 이와는 달리 배터리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적합한 임의의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다.

도 4(b)로 계속하면, 단계 (424)에서 전압의 1차 도함수를 모니터하는 가운데 충전 공정은 단계 (422)에서 계속된다. 1차

도함수가 제로에 도달하면, 충전 공정은 단계 (426)에서 종료된다. 1차 도함수가 제로에 도달하지 않으면, 충전 공정은 경

과된 충전 시간을 설정된 시간(이 경우 16시간)과 비교하는 평가 단계 (428)로 분기된다. 실시예에 따라서는 임의의 적합

한 시간을 설정 시간으로 선택할 수 있다.

사전 설정된 충전 시간이 초과될 경우, 배터리 재충전 공정의 책임자 또는 감독자에게 경고 신호 또는 메시지가 시각적, 청

각적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다(단계 430). 상기 메시지는, 집단을 이룬 골프 차량 각각의 배터리를 동시에 재

충전할 경우와 같이, 존재할 수 있는 다른 충전기와 구별하기 위해 문제가 되는 충전기의 정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수 있

다. 단계 (430)에 의해 경고 신호가 활성화되면, 충전 사이클은 단계 (432)에서 종료된다. 단계 (428)에서 사전 설정된 시

간이 초과되지 않은 경우, 충전 사이클은 계속된다.

도 5는 리프레시 충전을 제공하는 충전 공정의 흐름도이다. 단계 (502)∼(516)은 단계 (402)∼(416)과 동일할 수 있다. 충

전 공정은 단계 (518)에서 종료될 수 있다.

배터리가 아직 충전기에 접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의 개방 회로 전압이 단계 (520)에서 모니터된다. 배터리의 전압

이 사전 설정된 최소값 VMin 미만으로 떨어지면, 충전 공정은 반복 실행을 지시받는다. 전압 VMin은 충전기가 배터리를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소망의 더 낮은 전압 문턱값을 제공하도록 선택된다. 충전기는 배터리를 VMin 이상으로 유

지시키도록 배터리에 대해 소정의 충전량을 유지한다. 그러나, 배터리가 낮은 전압 문턱값 VMin 이상으로 유지되는 한, 충

전 공정은 재개되지 않으며, 공정 전체가 단계 (522)에서 중지된다. 선택된 VMin 값은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전 조작 프로그램에서의 사전 설정값으로서 프로그램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잔류 충전량을 기준으로 한다.

도 6은 배터리의 충전이 종료된 이후 경과 시간, 및 배터리 개장 회로 전압을 모니터하는 충전 공정의 흐름도이다. 단계

(602)∼(618)은 단계 (502)∼(518)과 동일할 수 있다. 배터리의 충전이 종료된 이후 경과 시간, 및 배터리 개장 회로 전압

을 모니터하는 이 충전 공정에서, 배터리의 충전이 종료된 이후의 경과 시간은 단계 (622)에서 모니터된다. 충전 공정이 종

료된 이후에 사전 설정된 시간이 경과되고 배터리가 충전기 장치에 계속 접속되어 있는 경우, 충전 공정이 재개된다. 경과

시간이 사전 설정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공정은 단계 (624)로 진행된다. 개방 회로 전압이 사전 설정된 값 VMin 미

만이면 충전은 재개된다. 배터리 개방 회로 전압이 VMin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면 공정은 단계 (626)에서 종료된다.

대안적 공정에서, 개방 회로 전압은 충전 공정이 종료된 이후의 시간을 평가하기 이전에 모니터될 수 있다. 또 다른 공정에

서, 충전 공정의 종료 후 경과 시간은 배터리 개방 회로 전압을 모니터함과 동시에 모니터될 수 있다.

도 7은 여러 가지 충전 프로파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본 발명의 한 형태에 대한 흐름도이다. 단계 (702)에서 충전 공정

이 초기화된다. 다음에, 충전 프로파일이 선택된다(704). 가능한 충전 프로파일에는 일정한 포텐셜(potential); 변형된 일

정한 포텐셜; 일정한 전류; 페로(ferro) 및 페로 레조넌트(ferro resonant); 일정한 전류-일정한 포텐셜-일정한 전류(IEI);

일정한 파워-일정한 포텐셜-일정한 전류(PEI): 및, 바람직하게는 일정한 파워가 포함된다. 충전기의 제어 양태와 함께 충

전기에 포함되어 있는 어드레스 가능한 메모리에는 여러 가지 프로파일을 기술하고 정의하는 정보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충전 프로파일이 선택되면, 타이머 회로가 초기화되고 선택된 프로파일을 이용하여 단계 (706)에서 공정이 시작된다. 다

음에, 단계 (708)에서 공정은 경과된 시간을 기록하기 시작한다. 공정은 단계 (710)에서 전압의 1차 도함수 및 2차 도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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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니터한다. 2차 도함수가 제로이고(단계 712) 1차 도함수가 극대값에 도달하면(단계 714), 충전 공정은 계속된다. 2

차 도함수가 제로에 도달하지 않고 1차 도함수가 극대값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이들 값은 원하는 값에 도달할 때까지 계

속적으로 모니터된다.

원하는 도함수 값이 도달되면, 원하는 과충전을 위한 추가 충전 시간이 단계 (716)에서 계산되고, 배터리는 원하는 과충전

을 위한 추가 충전 시간 동안 충전된다(단계 718). 상기 추가 충전 시간은 이전에 선택된 충전 프로파일 또는 다른 충전 프

로파일을 활용할 수 있다. 원하는 충전을 위한 추가 충전 시간이 경과되면, 공정은 단계 (720)에서 종료된다.

도 8은 충전 제어 알고리즘 소자 IC 및 적합하게 프로그램된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측정 전산 및 제어 장치"(MCCD)를

활용하는 예시적 배터리 충전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정류기(804)로의 AC 입력(802)은, 충전 공정 제어 소자 집적 회로

(808)를 통해 배터리(810)에 인가되는 원하는 전압에서 충전 전류를 생성한다. 충전 공정 제어 소자 집적 회로(808)는 배

터리(810)에 인가되는 충전 에너지를 제어한다.

충전 공정 제어 소자 IC(808)는 MCCD와 함께 하나 이상의 충전 프로파일 또는 공정을 포함하는 충전 신호를 적용하는 기

능을 한다. 도 2 내지 도 7에 제시된 하나 이상의 공정을 실행시키는 지시는 MCCD(806)에 기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

억은 MCCD 내부에 공정을 기술하는 한 세트의 프로그램 지시를 로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와는 달리, 공정은 집적 회

로(808)의 특징 및 기능을 포함할 수 있는 주문자(custom) 충전 공정 제어 IC에 집적될 수 있다.

도 9는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본 발명의 충전 공정을 실행할 수 있는 배터리 충전 시스템의 블록도이다. AC

입력(902)은 릴레이(912)에 의해 제어된다. 리플 성분(ripple component)을 갖는 DC 전압을 생성하기 위해 AC 파워가

정류기(904)에 인가된다. 전압 조정기(906)는 DC 전압의 변동을 감소시킨다. 조정된 DC 전압은 릴레이(914)와 배터리

(916)의 접촉을 통해 원하는 전류 및 전압을 공급하기 위해 종래 방식으로 구성된 전류 제한 장치(910)와 함께 작동하는,

종래 방식으로 구성된 직렬 패스 소자(series pass element)(908)에 인가된다. 배터리에 인가된 전류는 종래의 전류계

(918)에 의해 모니터된다. 전류계는 전도체 내에 흐르는 전류의 순간 값을 모니터한다. 이와는 다른 배열에서, 전도체를 통

과하는 평균 전하를 나타내기 위해 종래의 평균화(averaging) 전류계를 사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배열에서, 전도체를 통과

하는 총 전하를 나타내기 위해 적산(totalizing) 전류계를 사용할 수 있다. 배터리 단자들을 가로지르는 전압은 전압계

(920)에 의해 모니터된다. 전류계 및 전압계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는 MCCD(806)에 공급될 수 있다.

배터리(916)를 가로지르는 전압은 또한 전압의 1차 도함수를 전산하는 미분기 회로(differentiator circuit)(922)에 공급

된다. 그러한 회로는 (930)에 제시된 바와 같은 종래 방식으로 구성될 수 있다. 미분기는 일반적으로, 당업자에게 공지된

바와 같이 미분기를 생성하기 위해 접속된, 연산 증폭기(A), 저항기(R) 및 컨덴서(C)를 포함한다. 전압 Vi가 미분기의 입력

부에 인가된다. 신호 출력 Vo는 -RC(dV/dt)와 같다.

1차 도함수 회로(922)의 출력은 피크 검출기(928)에 입력된다. 최대 1차 도함수 신호가 검출되면, MCCD(806)에 표시가

제공된다. 1차 도함수 처리 회로의 출력은 또한 2차 도함수 처리 회로(924)에 입력된다. 2차 도함수 처리 회로는 단순히

(922)에 있는 회로의 복사이다. 2차 도함수 처리 회로(924)의 출력은 제로 교차 검출기(zero crossing detector)(926)에

입력된다. 제로 교차 검출기는, 전압이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이행되고 필요에 의해 제로 볼트의 값을 지나 교차할 때

와 같이, 신호의 극성이 전환되는 것을 검출하는 회로이다. 도 1의 전압 곡선(101)에서의 변곡점(115)의 검출에 대응하는

제로 교차의 검출이 추구된다. 제로 교차의 검출에 대한 표시는 MCCD(806)에 제공된다. 본 발명의 실시예를 포함하는 공

정의 제어 하에, MCCD는 릴레이(914)를 통해 충전 전류 및 전압이 인가되도록 명령한다. MCCD는 또한 릴레이(912)를

통해 AC 입력의 동작을 제어할 수 있다.

도 9에 예시된 충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공통 충전기 하우징 내에 장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충전기는 배터리 또는 배

터리가 설치되는 물건(예; 골프 차량)과 분리될 수 있고, 통상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원할 경우, 충전기 시스템의 구성 요

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예를 들면, 골프 차량의 부재로서 물리적으로 배터리와 결합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은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충전하되 배터리 수명을 단축할 정도까지는 배터리를 과충전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딥 사

이클 형태의 채워진 납 산 배터리를 충전하는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실시로 달성되는 재충전

작업은 배터리 사용년수와 같은 요인 및 충전 유효성 및 효율에 큰 영향을 주는 내부적 특성을 본래부터 허용하는 동시에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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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은 이상과 같이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것을 참고로 설명되었지만, 본 발명은 또한, 예를 들면, 전기 골프 차량이나

그 밖의 전기적으로 구동되는 차량이나 장치, 또는 광전지형 전기 동력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는 배터리의 세트에서 경험하

게 될 수 있는 배터리 세트의 재충전에도 적용되는 것을 이해할 것이다.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 그 밖의 실시예 및 형태에 대한 상기 설명은 예로서 제시된 것이며, 본 발명이 유리하게 입증

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 장치 또는 방법의 모든 형태를 열거한 것은 아니다. 본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숙련자는 상기 설명된

장치 및 방법의 변경 및 변형이 본 발명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고 유익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삭제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삭제

청구항 4.

배터리 재충전 시작 시점으로부터 배터리(916)에 공급되는 에너지가 합계되는 플러딩형 딥 사이클 납 산 배터리(flooded

deep cycle lead acid battery)를 충전하는 방법으로서,

배터리(916)의 초기 충전 상태와 함께 1차량의 충전 에너지를 인가하여, 상기 배터리가 완전 충전 상태 미만이고 완전 충

전 상태에 대해 공지된 관계를 갖는 검출가능한 충전 상태에 도달하도록 하는 단계; 및

상기 배터리(916)에 초기 충전 상태 및 1차량의 충전 에너지와 함께 2차량의 추가 충전 에너지를 인가하여, 상기 검출 가

능한 충전 상태에 도달될 때 1차량의 충전 에너지의 선택된 퍼센트로서 결정된 양 및 정도로 상기 배터리를 과충전시키는

단계

를 포함하는 충전 방법.

청구항 5.
삭제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가능한 충전 상태가 상기 배터리(916)가 완전 충전량의 98%에 있는 상태임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7.
삭제

청구항 8.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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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삭제

청구항 10.
삭제

청구항 11.

DC 전류 공급원, 및 배터리 충전 작업 시작 시점으로부터 배터리에 공급되는 충전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메커니즘(806,

918, 920)을 포함하는 플러딩형 딥 사이클 납 산 배터리의 충전 장치로서,

상기 메커니즘(806)이 상기 충전 장치에 의해 충전되는 배터리가 완전 충전 미만의 특정 충전 상태를 가지는 검출 가능한

시점을 결정하고, 또한 상기 충전 작업중의 상기 검출 가능한 시점까지 상기 배터리에 공급되는 충전 에너지량의 선택된

퍼센트 만큼 상기 배터리를 과충전시키기에 유효한 충전 에너지의 양을 초과하여 상기 배터리에 인가하는 것을 결정하고

제어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2.

제6항에 있어서,

상기 2차량의 추가 충전 에너지를 결정하는 단계가,

(a) (i) 완전 충전량의 98%까지 배터리를 충전하도록 인가된 충전 에너지와 (ii) 과충전량의 퍼센트와 등가인 소수

(decimal)의 곱을 (b) 0.98로 나누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3.

제4항에 있어서,

상기 검출 가능한 충전 상태가

인가된 충전 전압 대 시간의 변화율(dv/dt)이 최대인 시점을 판정하는 단계; 및

시간에 관한 상기 전압의 가속도(d2v/dt2)가 제로인 시점을 판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청구항 14.

제11항에 있어서,

dv/dt 측정 회로(922),

d2v/dt2 측정 회로(924), 및

상기 dv/dt와 d2v/dt2 측정 회로에 연결된 제어기(806)를 포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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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제어기가, 배터리 재충전 작업중에 배터리가 완전 충전에 대해 특정 퍼센트에 있고 dv/dt가 최대이고 d2v/dt2=0인 시

점을 결정하고, 또한, 관계식 (Qs/p)=[QD/(1+x)]으로부터 얻어지는 QD 값을 결정하며,

상기 식에서, Qs는 재충전 작업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상기 배터리가 완전 충전의 특정 퍼센트를 가질 때까지의 시간 간격

에 배터리에 공급되는 암페어-시 단위의 충전 에너지이고, p은 상기 정의된 퍼센트와 등가인 소수이고, x는 과충전량으로

서 배터리에 공급되어야 하는 보충 충전량의 원하는 퍼센트와 등가인 소수이고, QD는 재충전 작업의 시작 시점으로부터

과충전량에 도달할 때까지 배터리에 공급되어야 하는 암페어-시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p의 값이 0.98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청구항 16.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x가 0.08 내지 0.12의 범위에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장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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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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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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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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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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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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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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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3a

도면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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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4a

도면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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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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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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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7

도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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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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