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C - 소형전동용

DEEP CYCLE BATTERY의 제원

    GOLF CAR & CART
    무인 운반 장비(AV)
    전동휠체어

DEEP CYCLE BATTERY의 용도

    청소차/ 고소 장비
    전동 지게차
    기타 CYCLE SERVICE 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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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 : EB 및 GC-2제품은 일반 CAP,GC-3 GC-8제품은 증류수 보충 및 유지 보수를 쉽게하기 
위하여 GANG CAP을 사용하였음.

A. 스탠다드 B. 볼트너트 C. WING NUT D. DUAL FIT

DEEP CYCLE BATTERY 충  방전 및 수명 특성 그래프원

방전전압 곡선도 방전 전류와 용량관계 

수명 특성 방전 심도와 수명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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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 CYCLE BATTERY 충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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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항 (취급주의사항)

올바른 사용을 위하여 취급설명서를 축전지실에 
비치하고 반드시 숙지하십시오.

폭발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불꽃 또는 점화원을 축
전지 부근에 두지 마십시오. 또한 축전지실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축전지를 취급시 보안경과 내산복을 
착용하십시오.

눈 또는 피부에 황산이 묻으면 다량의 깨끗한 
물로 즉시 씻어내고 의사의 진료를 받으십시오.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으므로 단락 시키지 마
십시오.
경고:축전지위에 단락의 우려가 있는 금속물질 
또는 공구 등을 두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운용 조건하에서 전해액과의 접촉은 
없지만 축전지 전조(Container)가 손상되었을 
경우, 전해액이 유출되며 새어나온 전해액은 높
은 부식성을 가집니다.

축전기는 중량물 이므로 안전을 위해 규정 취급
장비를 사용하십시오.

축전지는 내용물이 재활용되어 사용되므로 폐기
시 회수를 요청바랍니다. 한편, 재활용 공정으로 
회수를 요청하지 않은 축전지는 폐기시 유독 폐
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하십시오.

     충전중에는 수소가스가 발생되므로 충전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실내의 충전실을 이용할 경우 환기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충전시에는 BATTERY의 CAP을 개방한 상태에서 충전하여야 하며, BATTERY 주위에 화재 위험이 있는 행동이나 
     물건이 없어야 합니다.
     방전된 BATTERY는 즉시 충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방전된 BATTERY를 장기 방치 후 충전을 하면 충전이 않될 수 있음.)
     전지를 완전충전하는데 온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방전량의 약115%~125%를 충전하여야 합니다.
     충전기의 LAMP가 충전 완료 표시되면 충전이 완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BATTERY의 비중을 CLECK하여
     규정 비중(1.280)에 도달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달된 경우에는 균등 충전을 실시하여 규정 비중에 도달 될 수 있도록
     한다. (규정 비중에 미달된 상태로 사용시에는 사용 시간 및 수명이 단축됩니다.)
     충전 중 전해액의 온도는 50℃ 넘지 않도록하고 50℃ 를 넘을 경우 충전을 중지하고 온도가 내려간 후 다시 충전
     하여야 합니다.
     2주에 1회 정도 균등 충전을 하면 BATTERY의 성능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DEEP CYCLE BATTERY 충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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