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 성

용도 & 구조

     안정성 : UXL 전지는 단자나 Cases로부터 전해액 누액이 되제 않게 독특한 구조와 밀폐 
     기술을 보증합니다.
     무보수성 : UXL 전지는 전지내부에서 개스 재결합함으로서 물보수나 전해액 비중 체크가
     필요없는 축전지입니다.
     가스제결합 : UXL 전지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전지내부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전지내부로
     환원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누액성 : 충분한 전해액이 특수한 격리판 (Separator)에 함침되어 있으므로 보다 긴 수명
     을 유지해주며 액의 유동이 없습니다.
     방폭성 : 과충전이나 충전조작의 잘못에 의하여 과대한 가스가 발생할 때 전지내 폭파를 방지
     하기 위해 안전밸브 및 특수한 필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장수명 : UXL 전지는 내부식성인 특수 연-칼슘 합금을 사용하여 장수명화 설계하였습니다.
     UXL 전지는 균등충전이 필요없는 축전지입니다.
    전조/커버 :전조 재질은 내산성에 강한 ABS이며, 커버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수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유지관리 : 전압(Voltage)모니터 기능이 있습니다.(Option)
     설치무제한 : 포지션 프리(Position Free Type)로서 수평/수직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UXL-TYPE- 밀폐형 축전지
장수명! 대용량!
충전식 밀페형 연축전지인 UXL 전지는 세방전지 주식회사가 연축전지 생산 약 50여년 전통의 역
사를 기초로 개발한 무보수(Maintenance Free) 밀페형 장수명 연축전지로서 풍부한 용량, 긴 수
명, 무보수 등 많은 경제제성과 장점을 가진 기술집약형 첨단 제품입니다.
저희 회사의 UXL 축전지는 현재 생산되는 밀페형 축전지의 약점을 보완한 제품으로서 통상 충전
상태를 유지하다가 필요시에 방전되는 부동서비스용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 및 안전장치
     통신용 전원
     전자 의료 기기
     비상 전원용
     무정전 전원장치(U.P.S)
     컴퓨터 기억장치
     태양전지 전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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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ATIONS OF UXL BATTERIES
Temperature : 25˚C

※ 상기 제원표는 사전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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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전 특성 곡선

방전용량은 방전전류(각 시간율)에 따라 변한다. qㅏㅇ전전류가 낮을수록 용량은 증가하고, 방전전류가 
높을수록 용량은 작아진다. 정격용량은 10시간율 전류로 종지전압 1.8V/Cell, 25˚C 까지 방전했을
때의 방전용량으로 정의된다.
그림은 여러방전 전류에서 방전종지전압(25˚C) 까지 방전했을 때의 방전특성 곡선을 보여준다.

온도와 용량과의 관계표

주위온도가 높을수록 전지 용량은 증가하나, 주위온도가 낮을수록 전지용량은 감소한다.
그림은 전지용량과 온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 방전특성도 (UXL 150~UXL2000, 25˚C(77F))

그림 : 방전용량과 온도관계 (UXL15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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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방전 특성도

자기방전율은 0.08% / day, 25˚C이하이다.
전지 주위온도가 높을수록 자기방전은 커지므로 전지를 높은 온도에서 오랜기간 동안 보존은 
항상 피해야 한다.
그림은 각 온도에서 전지 보관 기간별 잔존용량을 보여준다.

그림 : 자기방전 특성도

그림 : 개스 재결합 효율

충전 전압

추천 부동충전 전압은 2.23~2.25V/25˚C 이다.
그러나, 주위온도가 높으면 충전전압은 과충전을 막기 위해 충전전압을 내려주어야 한다.
온도  보정인자는 전지의 표준점 (25˚C )을 기준으로 -3mV/˚C/ Cell 이다. 



4

수명 특성
부동충전 수명은 방전심도, 방전빈도, 충전전압과 환경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전지내부 부식속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게 되고 수명은 짧아진다.
또한 충전전류가 높을수록 부식속도는 빨라진다. 따라서 적당한 부동충전 전압(2.23~2.25V/
Cell,25˚C )설정을 필요로 한다. 실제전지 수명은 온도와 기타 운용조건에 의존하지만 UXL 전지 
부동충전 수명은 10년이 되도록 설계되어 졌다.

그림 : 충전전압과 온도와의 관계

그림 : 가속 수명

Accelerated Test : Applied Arrhenius Equation



Performance Data at 25˚C(77˚F)

Constant Current
-Amperes to F.V 1.60 Valts Per Cell

5



6



Constant Current
-Amperes to F.V 1.60 Valts Per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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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축전지 큐비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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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비클 제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