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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bile Industrial Robots A/S는 고객이 로봇을 작동할 때 사용 매뉴얼을 엄격히 준수하지 않고 본 안전 

공지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손해 또는 부상에 대한 책임을 명시적으로 

 안전 공지 

 
 

제목:  안전 공지: 리튬 배터리, 24V 및 48V 

제품 및 제품 일련 번호: 본 안전 공지의 대상은 다음 번호의 로봇 모델입니다.  

15자리 일련 번호가 있는 모든 MiR100, MiR200, MiR500 및 MiR1000. 

아래 명시된 일련 번호까지 9자리 일련 번호가 있는 모든 모델.  

MiR100 배터리 1개: 201703313 MiR200 배터리 1개: 201903139 MiR500: 202503134 

MiR100 배터리 2개: 201803068 MiR200 배터리 2개: 202003094 MiR1000: 2026030 XX 

MiR100 BOR: 2021031 XX MiR100 CN: 202203076   

발행:  Claus Jørgensen, 안전 및 규정 준수 매니저 

날짜:  2021년 7월 26일, 2020년 12월 17일 버전 대체  

2020년 12월 17일 안전 공지를 통해 배터리의 과방전을 예방할 필요성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과방전을 

방지하는 소프트웨어가 릴리스되었습니다.  

MiR가 영향을 받는 제품의 배터리를 철저히 평가한 결과, 여전히 화재 발생 가능성과 과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 교체를 권고합니다. 영향을 받는 MiR 로봇에 대해서는 무료로 교체해드립니다.  

새 배터리 제조와 유통을 위한 실행 계획은 중대한 사업입니다. 해당 기간 중 기존 배터리의 총 충전량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충전 사이의 런타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고: 리튬 배터리는 과열 및 화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을 읽고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한 후 MiR 로봇을 

업데이트하십시오.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여 

적절한 소화 수단을 준비해 두십시오.  

일련 번호 찾기: 

로봇의 식별 라벨에서 제품 일련 번호(S/N)를 확인하십시오. 일련 번호가 있는 라벨의 위치를 

확인하려면, 식별 라벨(MiR 웹 사이트에서 Solutions(해결 방법) 아래)을 참조하십시오. 

배터리를 교체할 때까지는 다음과 같이 위험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유통업체 사이트의 Download(다운로드)에서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합니다. 안전 공지의 배터리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방법 가이드의 지침에 따릅니다.  이 가이드는 유통업체 사이트의 Batteries(배터리) > How 

to guides(방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bile-industrial-robots.com/media/11524/id-label-locations-1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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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 배터리의 최대 충전 상태가 50%로 감소합니다. 최대 충전 상태를 제한하면 과열 

및 화재 발생 위험이 감소합니다. 또한 이 소프트웨어는 MiR500과 MiR1000 로봇의 충전 전류를 20A로 

제한합니다.  

충전기 사용에 대한 추가 중요 지침은 유통업체 사이트의 Batteries(배터리) > How to guides(방법 가이드)에서 

비추천 배터리가 있는 MiR 로봇에서 충전기를 사용하는 방법 가이드를 확인하십시오.  

이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기로 한 고객은 배터리 충전 상태 제한 변경 방법 가이드의 다른 해결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해결 방법을 적용하면 최대 충전 상태가 80%로 감소합니다. 이 해결 방법을 적용하면 여전히 

화재 위험이 있으나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따라서 추가로 충전 중 로봇을 점검하고 충전기 근처의 가연성 물질은 

치우며 충전기가 비상구 근처에 있을 경우 옮기는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합니다.   

배터리 교체  

모든 배터리 교체 계획은 조만간 전달하겠습니다.  

이 안전 공지에 관한 질문이 있으십니까? 

현지 MiR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거나safetynotices@mir-robots.com으로 이메일을 보내십시오. 이메일은 지역 

MiR 기술 지원 관리자에게 다시 전달될 것입니다. FAQ는 유통업체 사이트의 Batteries(배터리) > FAQ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mailto:safetynotices@mir-robot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