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G 축전지의 특성

(1) 물보충이나 잔손질이 필요없습니다.
      ESG축전지는 무보수( 無補水, 無補修) 형 축전지 입니다.
      충전시 전지 내부에서 발생한 가스가 극판에 흡수되어 전해액이 환원되므로 전해액의 감소가
      없어 일반 연 축전지와 달리 정제수 보충이나 잔손질이 필요없는 무보수형 입니다.

(2) 액이 새지 않습니다.
      전해액이 특수한 격리판(Separator)에 함침 되어 있으므로 보다 긴 수명을 유지해 주며 액
      의 유동이 없습니다.

(3) 안전밸브가 있어 안전합니다.
      과충전이나 충전조작의 잘못에 의하여 가스가 발생될 때를 대비하여 안전밸브가 장치되어 
      있어 안전 합니다.

(4) 자기방전이 거의 없습니다.
      특수한 납, 칼슘 합금의 기판 및 고도로 정제된 전해액 등 정선된 자재만 사용하였으므로 자기      
      방전량이 극소하여 장기 보관이 가능합니다.

(5) 수명이 길고 경제적입니다.
      특수한 납, 칼슘 기판의 사용으로 내식성이 향상되어 긴 수명을 보장합니다.
      정상적인 부동충전으로 운용시 가스흡수가 확실하므로 일상적인 축전지 취급에서 전해액 
      고갈에 의한용량 감소가 거의 없습니다.
      ESG 축전지에 사용한 특수 격리판은 전해액을 함침하고 양극 활물질의 탈락을 억제하므로
      성능이 충분하고 아주 경제적입니다.

(6) 심방전 후의 회복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연 축전지를 부하에 접속한 채 장기간 방전상태로 두는 것은 좋지 않으나, 부득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도 회복 충전시 회복 성능이 우수합니다.

ESG-TYPE - 밀폐형 축전지
ESG 축전지란

무보수 밀폐형 칼슘 연 축전지 (약칭 ESG 축전지)는 저희 회사가 연축전지 생산50년의 기술축적
으로 개발한 무보수(Maintenance Free) 완전밀폐형 연 축전지로서 풍부한 용량, 긴 수명 등 많
은 경제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술 집약형 첨단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ESG축전지는 현재 구미, 일본에서 생산되는 밀폐형 축전지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장점만을 집약한 것입니다. 이 전지의 특징은 함침되어 있는 액의 분포
를 고르게 하여 줌으로써 전지내부 계층간의 비중 불균일 현상을 제거하였고, 전체액 함침식의 약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특수공법을 사용하여 과방전이 되더라도 재충전 효율이 우수하고 부동서비
스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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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ESG축전지의 용도에는 부동충전용(Floating Service or Trickle Service)에 적합한 제품입니
다. 부동충전용이란 무정전 전원장치  통신장비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 축전지를 정전에 대비하여 
예비 전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화교환기용
     컴퓨터용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비상전원용

     태양전지 전원용
     엔진 시동용
     화재 경보기 및 기타 방재용
     발전소용

     정교환 기계 장비용
     전기통신 시스템용
     공장자동화 시스템용
     철도신호용

구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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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제원표
주위온도 : 25℃

※ 상기 제원표는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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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특성곡선표

부동충전 전압 (Floating Voltage)
연평균 온도에 따라서 설정해야 한다.

방자기방전특성표

개로전압과 충전상태 (Open Circuit Voltage)
주위 온도에 따라서 다르나 상온(20℃~30℃)에서 개로 
전압은 전지의 충전상태를 알 수 있다.

충전특성표

방전심도가 정격용량의 40%미만 일때는 충
전전류의 재한이 필요없다.
정격용량의 40%이상 방전 후 급속 충전시에
는 최대 충전전류를 정격용량의 0.1배 전류
(0.1C10)로 하여 2.4V/Cell로 충전한다.

방자기방전특성표

온도와 용량%: 기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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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ATA IN THE FOLLOWING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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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FORMANCE DATA IN THE FOLLOWING TABLES



6

표준 축전지 큐비클

※ 볼터메터(V.M) 암페어메터(A.M)는 선택사양입니다.

2단 큐비클

3단 큐비클

<NOTES>

1. COLOR : D31791(2.7Y 7.9/1.4)
2. PLATE THICKNESS : ALL 1.6t
3. ②의 CHANNEL은 요청에 따라 CASTER로 교체가능함
    (총 중량이 500kg 이하에만 적용)
4. 후면 door는 정면과 형태는 같으나 배기홀이 부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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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1400~2200은  축전지실의 크기에 따라 큐비클을 별도 설계 제작하여 드립니다.

큐비클 제원표

※상기 제원표는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