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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Model Name :  LV-25V□□□AH-□□□ 또는 LV-50V□□AH-□□□

적용 리튬이온셀 : LG에너지솔루션 / INR21700M50LT  (원통형셀)

양호한사용조건(2) / 전압레벨관리

AGV(무인반송차) 및 산업용로봇에적용시아래에서기술한양호한사용 조건을지킨다면

약 10년이상 사용할것으로추정합니다.  아래조건들은일반적으로 AGV 설계시적용하는기준들임.

양호한사용조건(1) / 충방전률

◇ 배터리 충전잔량 20~ 30%이하로 떨
어지기 전에 충전하여 사용하되, 가능한
한 수시로 충전한다.

배터리가 낮은 전압 영역으로 가면 갈수
록 배터리 수명 감소가 심하다.

◇ 배터리 용량(Wh)은 쓰는 양 대비 크
면 클수록 수명이 길다. 경제성을 감안
하여 한번 충전으로 연속구동 5~6시간
이상 할 수 있을 정도의 용량이면 적당
하다.

핵심적 양호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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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한사용조건 (3)

◇ 충전기의충전전류리플이 3% 이내일것. (주기) 

리튬 배터리 충전기는 충전전류 리플이 작아야 한다. 즉 완전한 직류이어

야 한다.  

일부 저가 충전기의 경우 충전전류 리플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BMS 수명을 단축시키고 셀의 화학적 성능을 저하시킵니다. 

충전전류는 직류로 들어가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전류 출렁임이 없이 잔

잔한 상태) 

리플이 존재한다는 말은 직류 성분말고

출렁이는 교류성분 전류가 크게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배터리수명을단축시키는악조건예시

◇ 배터리에가능한한 인버터를연결하여사용하지말라..

부하 장치가 교류220V용인 경우에는 배터리에 인버터를 연결하여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의 대부분의 인버터는 배터리로부터 공급받는 전류를 소비할 때 충격

파 형태의 리플 전류를 발생시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배터리 전압을 직류에서 교류(예 AC220V)로 바꾸어 주는 인버터

를 사용하지 말고, BLDC 모터와 같이 직류부하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야 배터리 수명이 길어집니다.

우측사진 / 시험결과 --> 1000VA 정현파 인버터를 부하전류 500W로

당길 때 배터리로부터 인버터로 공급되는 측정 전류는 8A였으며, 리플전

류는 +10A , -10A 형태의 충격파(맥동파) 형태를 띄고 있음.

타보스 LV시리즈배터리수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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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타보스경험적데이터를통해 본 수명예측

◇ 실증데이터 : 

타보스배터리 (기존 LM시리즈)를 6년전부터 AGV에적용하였습니다.

그 중 사용기간이 6년이경과(2022.11월기준)된배터리가 S사에 1천여대이상운영되고있습니다. 

그러나현재까지배터리교체없이잘 작동하고있으며,  배터리수명이저하하였는지알수없을정도로현재까지도 양호하게

사용되고있습니다.

더욱이 그 배터리는 구형인 LM시리즈 배터리 ( LG에너지솔루션 18650 원통형셀, 일반범용 )를 적용한 경우 입니다.

현재 신형인 LV시리즈 ( LG에너지솔루션 21700 원통형셀, 전기차용 )는 차세대 업그레이드된 수명과 안정성이 대폭 향상된 배

터리셀로, 테슬라 전기차 등에 적용되는 계열의 리튬셀입니다.

따라서 신형 LV시리즈 배터리는 위 실증데이터 6년 정도 운행해 오고 있는 구형 LM 시리즈 배터리보다 더 오래 사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런 근거를감안하면 LV시리즈배터리는 10년정도는사용될것으로봅니다.

타보스 LV시리즈배터리수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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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페이지 데이터를 근거로

신형 LV시리즈(21700셀사용) 배터리는 기존 LM시리즈(18650셀사용) 대비 약 1.2 ~ 1.5배 수명이 길다고

판단됩니다.

• 판단근거 :  악조건 시험 (1000 cycle / 500 cycle ) x 보정계수(0.75)= 1.5배 수명 증대 추정

악조건 의미 : 만충후 완전방전 사용조건을 말함.  완전방전은 배터리 수명을 급속히 저하시킴. 

일반 사용시에는 완전방전시키지 않고 사용함. 

특히 AGV의 경우 보통 잔량 20~30% 이상 남기고 충전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양호한 사용조건임.

• 보정계수 0.75는 두 셀간 시험조건이 달라 타보스 엔지니어가 임으로 보정한 것임.

• 주기 : 수명증대요인 : LV에 채용한 셀은 LM형에 채용된 셀에 비해 최신품임.  8년 이상 기술격차가 있는 셀임.

• 시험데이터 한계 : 1사이클 시험하는데 5시간이 소요되고 , 1천 사이클 시험하는데에 5천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를 환산하면 최소 7개월~8개월소요됩니다. 

→ 이런 이유로 실험적인 수명데이터는 1천사이클 시험데이터로 대신합니다.

( 부록 2 )  LG에너지솔루션배터리셀악조건시험 데이터를통해본 수명예측

타보스 LV시리즈배터리수명데이터



5

www.tabos.co.kr   /  2022.11.10

LM형(기존) 배터리에 사용한 셀 → LG 18650형 / M29 사양서 상의 수명 데이터 (LG엔솔 사양서에서 발췌)

0.5C 충전,   0.2C 방전 조건

LV형(신형) 배터리에 사용한 셀 → LG 2170형 / M50LT 사양서 상의 수명 데이터 (LG엔솔 사양서에서 발췌)

시험요약 :  0.3C 충전, 0.5C 방전 조건으로,
완충/완방 시험을 1,000회 했더니 초기용량(AH)의 80%가 되었다. 

시험요약 :  0.5C 충전, 0.2C 방전 조건으로,
완충/완방 시험을 500회 했더니 초기용량(AH)의 70%가 되었다. 

( 부록 2 )  - 앞에서계속 - 셀 충방전사이클시험 데이터

타보스 LV시리즈배터리수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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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인터넷 내용은 타보스의 경험을 토대로 판단하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여기에 인용함.

아래 내용에 의하면 , 자동차 배터리가 완전방전 & 완전 충전을 기중으로 하면 1,000사이클 이라고 되어 있음.

이 1,000사이클은 LG에너지솔루션의 'INR21700M50LT' 시험결과와 동일한 데이터임.

전기차도(전기승용차)  완전방전--> 완전충전--> 완전방전 ..... 이런식으로 쓰면 배터리 수명이 작다는 설명을 아래 인용문에서 하

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 부록 3 )  현대자동차전기차홍보인터넷자료를통해 본 AGV 및 로봇용배터리수명 예측

*  이하 인용문 /    출처 : https://young-key.tistory.com/entry/전기차-배터리-수명교체시기-비용

< 전기차 배터리 수명>

1) 한국 에너지 공단 10년

2) 현대자동차

① 최대 21년 11개월 사용, 

방전 상태에서 충전시 1000회,  
50% 사용후 충전시 약 5000회,  
20% 사용후 충전했을때는 약 8000회 충전 가능

→ 1회 완충거리가 500km인 전기차의 경우 20% 사용후 충전을 하면 8000회 까지 충전이 가능한다, 
즉 100km씩 8000 번의 충전이 가능하니, 이는 80만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는 뜻

② 현대자동차는 "전기차를 타는 동안 고장이 아닌 배터리 수명이 다해 교체하는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이야기함. 
→ 물론 이는 제조사 측의 이야기이니 100% 신뢰할수 있을지는 좀더 지켜봐야겠습니다. 

③ 제작사 배터리 보증기간은 8년/16만km 
→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보다 기본 보증기간을 더욱 길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될 때를 기다리지 않고
수시로 충전해 주는 것이 수명을 늘이는 방법

중요 사항

타보스 LV시리즈배터리수명데이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