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관리 및 취급에 대한 안전 지침
리튬 이온 및 리튬 폴리머 충전식 배터리는 사용 및 취급 시 일상적인 유지 보수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배터리 안전 및 취급 지침은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Bluebird 배터리의 수명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
이 됩니다.

정의

I.

1.

"배터리"는 리튬 이온 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2.

디바이스”라 함은 배터리 전원을 사용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3.

"크래들"이라 함은 "배터리" 및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4.

"충전기"라 함은 "기기"를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합니다. 그러나 "배터리"를 직접 충전할 수는
없습니다.

보관
1.

장기간 보관 시 배터리를 기기 내부에 보관하거나 충전기/크래들에 연결하지 마세요. 배터리는
별도로 보관해야 하며 모든 장치, 충전기 또는 크래들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2.

완전히 충전되었거나 완전히 소모된 배터리를 보관하지 마십시오. 이상적으로는 배터리를
보관하는 동안 30% ~ 50% 충전 상태로 보관하십시오.
• 배터리의 충전 상태는 기기에 장착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배터리를 장기간(최대 1년) 보관해야 하는 경우, 배터리 누액 및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6~8개월에 한 번씩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배터리는 상대 습도 70% 미만, 비응축 습도 및 실온(5°C ~ 30°C, 41°F ~ 86°F)의
서늘하고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5.

배터리를 60°C(140°F) 이상의 온도에서 보관하지 마십시오.

6.

배터리를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열원 옆에 보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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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배터리 사용

III.

1.

배터리는 실내에서 최적으로 충전 및 방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2.

배터리는 몇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 포함 :
• 충전/방전 주기 수.
• 배터리를 사용, 충전 및 보관하는 환경.
• 보관 중 충전 수준.
• 배터리를 방전 없이 충전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배터리를 장기간 사용하면 장치 성능이 저하됩니다.

4.

배터리 용량의 영구적인 손상을 방지하려면 배터리를 5% 미만으로 방전하지 마십시오.

배터리 충전
1.

Bluebird 제조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항상 정품 Bluebird 충전기/크래들을 사용하십시오.
Bluebird 충전기/크래들에서 다른 유형의 배터리(Bluebird가 아닌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2.

30°C(86°F) 미만의 통풍이 잘 되는 실내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십시오.

3.

선반 랙에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 장치 내부 또는 크래들의 예비 배터리 충전 공간에서
온도를 30°C(86°F) 미만으로 유지하기 위해 팬을 사용해야 합니다.

4.

통풍이 되지 않는 캐비닛 혹은 서랍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5.

전도성 물질이나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6.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열원 근처에서 배터리를 충전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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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배터리 취급
1.

배터리를 떨어뜨리거나 찌그러뜨리거나 손상시키는 등 배터리를 잘못 취급하면 화재 및 화학
화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 배터리가 땅에 떨어질 경우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배터리 교체 스테이션 아래 바닥에 패딩 매트를
놓으십시오.
• 배터리를 교체할 때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십시오. 배터리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동
중이거나 높은 위치에서 배터리를 교체하지 마십시오.
• 손상되거나 부풀어 오르거나 누출된 배터리는 각별히 주의하여 다루어야 합니다. 팽창,
찌그러짐, 누출과 같은 외부 손상이 보이거나 배터리가 물이나 높은 습도에 노출된 경우 배터리
사용을 즉시 중지하십시오. 배터리를 잘못 취급하면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2.

배터리를 분해하거나 날카로운 물건으로 찌르지 마십시오.

3.

날카로운 물건으로 기기에서 배터리를 분리하지 마십시오.

4.

배터리 위에 물건이나 다른 배터리를 쌓아두지 마십시오.

5.

배터리를 전도성 또는 가연성 물질로부터 멀리 두십시오.

6.

건전지를 전자레인지에 넣지 마세요.

7.

기기 전체에 걸쳐 배터리를 "단락"시키거나 다른 배터리와의 접촉을 통해 배터리를 "단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동전, 종이 클립, 기타 배터리 또는 전도성(금속) 물질이 있는 주머니에
배터리를 휴대하지 마십시오.

8.

배터리를 물이나 기타 액체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9.

배터리를 소각하거나 60°C(140°F) 이상의 온도에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10.

배터리를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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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배터리 교체
1.

배 터 리 는 정 기 적 으 로 교 체 해 야 하 는 소 모 품 입 니 다 . 안 전 한 사 용 을 위 해 교 체 일 정을
수립하십시오.
• 중요 : 블루버드 배터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블루버드에 연락하세요

2.

손상된 배터리를 즉시 교체하십시오.
• 부풀어 오름, 찌그러짐 및 누출은 배터리 손상의 징후이며 심각한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에 노출되거나 너무 많은 습도가 다른 위험 요소입니다.

3.

일상적인 충방전의 스트레스로 인해 배터리의 성능 저하가 서비스 수명과 함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300~500번의 충전 주기(완전 충전-방전 주기) 후에 또는 배터리
용량이 원래 용량의 70%에서 80%로 줄어들었을 때 교체해야 합니다. 실제 충전 주기 수는 사용
패턴, 온도, 연령 및 기타 변수에 따라 다릅니다.

4.

장치의 작동 시간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배터리를 교체하십시오.

VI. 폐기
1.

사용한 배터리는 배터리 폐기에 관한 현지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폐기하십시오.

2.

배터리 단자를 테이프로 절연 처리한 후 폐기하십시오.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배터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면 즉시 그 자리를 떠나 안전 요원에게 상황을 처리하도록 알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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