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용도

VGS - 장수명 밀폐형 축전지

기술적 특징

통신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비상전원시스템/  각종경보기시스템/  태양전지전원시스템/  
UPS(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수 명  - 20℃ 부동충전 운용시 20년 이상
설 치  - 수평 또는 수직 배열 가능
안 전  - 파손되어도 전해액 유출이 적으며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폭발되지 않는 내압 구조
성 능  - 심방전 및 회복충전 특성이 우수하며 수명이 종료될 때까지 규정 용량이 유지된다.
보 관  - 자기방전이 기존 밀폐형 전지보다 극히 적으므로 재충전없이 상온에서 장기간 가능하다.
폐 기  - 사용후 수명이 다한 전지는 재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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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조와 카바
  ① ABS resin
  ② 난연성과 방폭형 재질로 화재발생시에도 커버가 불에 타기 어렵게 되어
       화염이 번지는 것을 저하시킨다.(전조:Option)
  ③ 내충격・내열성 수지로서 밀페형 축전지에 최상의 재질이다.

2. 단자
  ① 99.9%이상의 순수 동(Cu)에 특수납합금으로 주조성형되었다.
  ② 너트 매립형 구조로서 5C10  이상(규정용량5배)의 큰전류에서도 문제가 
       없다. 또한 System운전시 지진에 안전하도록 설계, 제작되었다.

3. 압력안전밸브
  ① 특수 합성고무 재질로 내구・내산수명이 20년이상이다.
  ② 전지 수명이 종료될때까지 완벽한 기능을 가지며 일시적인 과충전에도 
       균질한 ON・OFF 성능을 갖고 있다.

4. 격리판
  ① 다공성이 뛰어난 PVC재질로서 내구・내산수명이 20년 이상이다.
  ② 전기저항이 매우 낮아 전해액과 산소(O2) 이온의 이동이 쉽다.

5. 음극판
  ① 도장식으로 특수 처리한 활성물질이 심방전 특성에도 우수하다.

6. 양극판
  ① 카드뮴 (Cd)이 함유되지 않는 특수납 합금으로 90~120kg/cm2(90~120기압)의 초고압으로 압출 주조
       성형하여 내구・내화학성이 우수하다.
  ② Grid의 내구연한(부식수명)이 약 25년이다.
  ③ Tube는 P.E재질의 크래드식 극판으로서 장수명화하였다.

7. 전해액
  ① 전해액이 겔(Gel)화되어 전지의 파손시 전해액(H2SO4)으로 인한 기계장비 손상 및 인체 위험이 
       최소화 된다.
  ② 환경마크 획득(ISO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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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축전지 제원표

방전심도가 정격용량의 40%미만일 때는 충전전류의 제한이 필요
없고, 정격용량의 40%이상 방전 후 급속충전시에는 최대충전전
류를 정격용량의 0.25배의 전류(0.25C10)로 하여 2.4V/Cell로 충
전을 한다.

심방전 방치 성능

심방전 방치 성능이 우수하여 방전후 30일
간 방치 상태에서 12시간충전으로 성능의 
95%가 회복됩니다.

재충전전류와 시간관계

25℃에서 최대 충전전류는 2.5XI10이고
전지의 재충전 시간은 충전전압과 

최대 전류값에 의해 결정됩니다.

VGS200 ~ VGS600               VGS800 ~ VGS1500                  VGS1600 ~ VGS2200                   VGS2400 ~ VGS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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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ata Constant Current in Amperes

1.  90V/cell

1.  87V/cell

1.  83V/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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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ata Constant Current in Amperes

1.  80V/cell

Vs=1.  75V/cell

Vs=1.  67V/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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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ata Constant Current in Amperes

1.  90V/cell

1.  87V/cell

1.  83V/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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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Data Constant Current in Amperes

1.  80V/cell

1.  75V/cell

1.  70V/cel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