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용도

ESS-12V TYPE - 장수명 축전지

기술적 특징

     통신용 전원 (Telecommunication power system)
     무정전 전원장치 (U.P.S)
     비상 전원용
     옥외 기지국등 환경조건이 열악한 예비전원용

가스 재결합식
     제품내부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다시 극판내부로 환원되도록 설게하여 완전무보수를 
     실현하였다.

무보수성
     제품 운용시 정제수 보충  및 전해액 비중 체크가 필요없다.

안전성
     단자나 case 결합이 완벽한 구조로 결합되어 누액이 되지 않는 구조이며 전해액은 고밀도 
     미세다공성 격리판에 함습되어 유동액이 없다.

방폭성
     일시적인 과충전으로 인한 가스 발생시 제품내 유폭 방지를 위한 특수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

전조, 카바
     고온 환경조건에서 제품변형 발생을 억제 및 내산, 내열 , 내충격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특수 내열성 수지를 적용하여 넓은 온도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다.

단자
     기존의 연단자의 표면부식으로 인한 충전불량을 방지하고 대전류 방전이 가능한 동인서트
     방식을 채택하였다.
  
장수명
     기존 제품에 비해 내부식성이 우수한 특수합금을 사용하여 장수명화 실현.



제품제원 전기적 특성

* 수명특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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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특성
ESS전지의 충전 특성은 옆의 그림과 같다.
그림은 0.1CA, 13.8V 정전압 충전 특성이며, 
이 방식의 충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충전전
류는 작아지며, 충전말기에는 용량의 유지에 
필요한 미세한 전류가 흐르게 된다. 또한 전지
의 충전전류는 주위 온도에 의해 달라지며 동
일 충전전압 상태에서 온도가 높으면 전류도 
커지고, dhㄴ도가 낮으면 전류가 낮게 되므로 
온도에 따른 제어가 필요하다.



방전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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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용량은 방전전류 (각 시간율) 에 따라 달
라 진다. 방전전류가 낮아질수록 용량은 증가
하고 방전전류가 높을수록 용량은 작아진다. 
옆의 그림은 각 시간율에 따른 방전정지 전압
까지 (25℃) 방전 했을 때의 특성곡선을 보여
준다.

자기방전특성
자기 방전율은 주위온도 20℃ 약 3%/월 이하
의 자기 방전이 발생하며 장기 보관이 가능하
다. 전지 주위온도가 높을수록 자기방전량은 
커지므로 높은 온도에서 오랜 기간 보존은 
피해야 하며 가능한 한 낮은 온도에서 보관이 
유리하다.

수명특성
부동충전 수명은 방전심도, 방전빈도, 충전전
압과 환경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된다. 
전지온도 및 충전전류가 높을수록 전지 내부 
부식 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수명은 짧아지게 
된다. 전지수명은 온도와 기타 운용조건에 의
존하지만 ESS220-12 전지의 부동충전 수명
은 옆의 그림과 같다.

온도별 부동충전 전압
ESS220-12 전지의 부동충전 전압은 13.65V, 
25℃로 유지해야 한다. 부동충전 전압이 지정
치 이외로 장기간 높을 경우 전지는 과충전이 
되어 부하를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극판의 노
화를 촉진시켜 수명이 단축된다. 따라서 전지
의 과충전, 충전부족을 막기 위해 충전전압 보
정이 필요하다.
옆 그림은 온도별 충전 전압 특성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