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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VIEW

세방전지는 전 세계 130여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세계 5위의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전문 제조 기업입니다. 1952년 창립 이후, 세방전지는 경영 혁신과 기술 

개발로 안정적인 성장을 하여 국내에서는 납축전지 시장 점유율 약 45%로 

1위(2017년 매출액 기준 점유율 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대표 브랜드인 로케트 배터리와 로켓보이 캐릭터로 친숙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세방전지는 제품 사용 환경에 맞는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배터리 

시장 선도를 위한 투자와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 기준(KS규격, ISO/

TS16949)을 통과한 고품질의 제품 공장 생산 라인 확장 및 신규 공장 설립을 통해 

국내 최대 생산량을 자랑합니다. 

또한,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과 정식 공급 체결을 통해 제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2016년 R&D 센터 확장 이전으로 독자적인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데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는 자사의 성장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방전지는 오랜 시간 쌓아온 기술력과 전세계 주요 거점 지역에 구축한 

판매 네트워크를 통하여 기존 제품 시장뿐만 아니라, 차세대 배터리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GLOBAL 배터리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130
제품 수출 국가 

45%
납축전지 시장 점유율

5
자동차 및 산업용 배터리 제조 세계 5위

9
9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20,800,000pcs
총 생산량



2006.09 
딥사이클 전지 최초 개발

2006.03 
친환경 니켈수소(NI-MH)전지 광주공장 
준공

2005.05 
세계 최초 방열판 장착한 택시용 배터리 
'택시 윙 플러스' 생산

2005.04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마일드타입 36V 연축전지 개발 성공

2004.07 
국내 동종제품 중 유일하게 환경마크 
인증을 획득

2004.06 
일본 합작법인의 상호를 GS YUASA 
INTERNATIONAL LTD.으로 변경

2004.02 
회사의 영문 상호를 GLOBAL BATTERY 
CO., LTD.로 변경 

2017.04  
9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달성

2016.03  
자사 캐릭터 로켓보이 리뉴얼

2016.09  
R&D 센터 확장이전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48)

2015.10  
사회적책임경영품질원 수여 
경영품질종합대상 수상

2015.05  
ESS(ENERGY STORAGE SYSTEM) 
시장 진출 

2014.12  
6억불 수출탑 수상 

2014.05  
국내 최초 BMW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

2013.10 
폭스바겐 A등급 협력사 선정

2011.XX 
폭스바겐 BMW에 배터리 납품을 시작

2010.11 
4억불 수출탑 수상

1979.11 
창원공장 제 2공장 증설 가동

1978.09 
세방전지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1978.07 
한국인 주식 세방 그룹사 인수

1976.04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경제기획원 제 698호)

1975.11 
창원 기계공업단지 내 현 공장 준공으로 
이전 (창원시 남산동 601-9)

1975.04
일본 YUASA 전지(주)와 기술 및 자본 
제휴

1996.01 
하남공장을 광주공장으로 개칭

1996.01 
국내 축전지 업계 최초 1억달러 수출탑 
수상

1994.11 
광주 제 2공장 준공 가동
1993.05본사 사옥 이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소재)

1992.10
프랑스 SAFT社와 기술제휴

1989.11 
광주 공장 준공 가동

1988.07 
독일 HAGEN社와 기술 제휴

1987.11 
기업공개 및 주식상장

1987.06 
창원공장 제3공장 2차 증설 가동

1985.10 
창원공장 제3공장 1차 증설 가동

1985.07 
본사 사옥 매입 이전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

1983.03 
품질관리사정 1등급 공장 지정 (사정 
NO.B타 1-8)

1966.02 
진해전지 주식회사 법인설립

1961.07 
진해전지 공업소로 개칭

1952.09 
재단법인 해군기술연구소 설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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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비젼 R&D정도경영을 추구하는 세방전지는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고, 

각자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사회를 만드는데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합리적인 기업 환경을 구축하고 여러 사회 공헌 활동을 통해 고객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는 1952년 해군기술연구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축전지를 

개발하기 시작해 발전을 이뤄왔으며 2007년 니켈수소전지, 2014년 

리튬전지를 개발하여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세방전지는 다양한 차세대 

전지를 개발하며, 더 나은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담아낸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여 더 나은 혁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진보된 

기술로 토탈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방전지는 더 나은 모습으로 미래 

세상과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 배터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갑니다.

06 ―
 07

VISION / R&D

VISION

고객
항상 정직한 마음으로 고객을 

생각하겠습니다. 

사회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회에 기여하겠습니다. 

협력업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를 실현하겠습니다. 

임직원
개인 및 팀의 역량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쟁사
정정 당당한 경쟁을 통해 
공정한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주주
맡은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사업소 해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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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W

ORK

R&D센터, 중부사업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벌말로 148

2

남부사업소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 40, 
2층 206호

5

본사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433

1

독일법인 (Europe GmbH)
Mergenthalerallee 77, 65760 
Eschborn

두바이 지사 (DMCC BRANCH) 
Unit No: AG-05-F AG Tower 
Plot No: JLT-PH1-I1A Jumeirah 
Lakes Towers Dubai United 
Arab Emirates

말레이시아 법인 주소 (snd Bhd)
 5 Jalan 51/203A, Kawasan 
Perindustrian Tiong Nam, 
46050 Petaling Jaya, Selangor 
Darul Ehsan, Malaysia.광주공장

광주 광산구 손재로 287

6

서부사업소
대전: 대전시 유성구 노은로 71, 
광주: 광주시 광산구 손재로 
257-26

3

창원공장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22

7

동부사업소
대구시 동구 율하서로 90

4

2

1

4

3

6

7 5

대한민국 대표 배터리 기업인 세방전지는 전국 대리점을 통해 

자사의 철저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방방곡곡 최고의 배터리로 세계와 만나는 세방전지

현재 독일, 두바이, 말레이시아 3곳의 거점과 전세계 130여개국의 수출국을 

넘어 더 넓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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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AGM
ABSORBENT 
GLASS MAT
BATTERY SERIES 

AGM 배터리는 SMART 발전 제어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을 위해 개발된 차세대 

차량용 배터리입니다. 

기존 차량에서 배터리의 역할은 시동을 걸 때만 잠깐 사용되었으나, 충전은 차량 

운행 중 지속적으로 완충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류를 보냈었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및 연비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최근에는 연비 효율을 높이기 위해 최신 

차량에는 대부분 SMART 발전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충전 방식 또한 간헐적으로 배터리 잔량에 맞추어 충전되기 때문에, 연비 효율을 

높였으나 배터리 사용 부하는 높아졌습니다. 이에, SMART 발전 제어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은 기존 배터리 보다 사용 부하를 줄이고 다양한 기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AGM 제품을 장착하는 것이 배터리의 수명 및 종합적인 

경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AGM 배터리는 전용 전주 및 기판, 고밀도 

흡습성 유리 매트 사용으로 제품 수명은 길어지고 안전성은 향상되었습니다.

로케트 AGM의 특장점

1
국내 최대 AGM 배터리 생산량 

(약 220만대 생산)

 

· 국내 최대 생산량으로 국내외 자동차 메이커에 공급  

2
다양한 용량의 

AGM 배터리 생산

 

· 총 5종의 차량용 AGM 배터리를 보유 

(60AH, 70AH, 80AH, 95AH, 105AH)

  · 대형차를 위한 국내 최대 용량(105AH)의 

배터리의 유일한 생산 업체 

3
자동차 기업으로부터 

인증된 품질

 

· BMW, 폭스바겐, 현대 제네시스 등 

국내외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차량에 품질과 

생산능력을 인증받아 

순정 배터리로 장착

AGM

· AUTO STOP 시스템 용도에 최적화된 

전주, 기판, 활물질, 전해액 

성층화 개선

· 일방통행 밸브 사용으로 VALVE 

REGULATED 적용

· PUNCH 기판 적용, 고밀도 흡습성 

GLASS MAT 격리판, 유리섬유매트의 

전해액 흡수로 누액 방지

· P배터리 내부 발생가스 재결합

ABSORBENT GLASS M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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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발전 제어 
시스템(AMS)이란?

발전 제어 시스템의 
작동원리

AGM 
BATTERY SERIES

- ALTERNATOR MANAGEMENT SYSTEM의 약자

- 차량 연비 개선을 위해 차량 운행 조건에 따라 알터네이터 전압을 가변하여 

	 발전 제어하는 시스템

주요 구성품

발전기(ALT)	 	전기에너지를 생산하여 배터리 및 전기 부하 장치에 전력 공급

배터리	 차량 시동시 전력 공급 및 운행중 발전기 보조

전기 부하 장치	 	점화장치, 등화장치, 각종 제어기구 등 전기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장치

기본 원리 	

전위차에 의한 전기에너지의 이동(높은 전위 → 낮은 전위로 이동)

비(非)발전제어 차량

차량의 운행조건과는 관계없이 14.4V로 정전압 충전을 지속함.

(액온상승시 -35MA/℃ 적용)

발전제어 차량

차량 가속 : 엔진의 부하 저감을 위해 ALT 전압을 12.7V로 낮추면 배터리의 OCV는 

12.8~9V기 때문에 전위차가 발생하여 배터리가 방전됨 

(※ 배터리 전압이 12.7V 이상일 때만 방전, 12.7V 미만시 충전)

차량 감속 : ALT 전압을 14.5V로 높여 전위차를 발생시켜 배터리를 충전시킴

(에너지 회수) 

차량속도

알터네이터전압

비발전제어

정차 가속 정속 감속 정차

비발전제어

발전제어

발전제어

배터리전압

0

80%

max

100%

14.4V

14.5V

12.7V

13.5V

부하저감 에너지회수

발전기
(ALT)

배터리

전기 부하 장치
(HEAD LAMP, COOLING FAN 등)

감속시 전기에너지 이동 가속시 전기에너지 이동

발전 제어 시스템은 가속 또는 감속 등 차량 운전 조건 및 차량 전기 부하, 배터리 충전 상태를 

감지하여 ECM에서 알터네이터의 발전 전압을 제어함으로써 연비 개선 및 최적의 배터리 충전 

상태를 유지시켜준다. 배터리의 충전 상태 및 차량 운전 조건 등에 따라 충전 제어, 방전 제어, 

정상 제어를 수행한다.

가속시에는 배터리 방전 제어를 수행하여 배터리 전력을 소비하고 알터네이터의 발전전압을 

낮춤으로써 알터네이터의 일을 줄이고 감속시에는 충전 제어를 수행하여 발전전압을 

높임으로써 소비된 배터리의 전압을 보충한다. 

브레이크 작동 감속, 엔진-모터 분리 모터가 발전기로 작동 운동에너지-전기에너지 변환 배터리 충전

Engine Motor Battery Engine Motor Battery Engine Motor Battery

시스템 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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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GB
GLOBAL 
BATTERY SERIES

자사의 대표 제품 답게 오랜 기간 소비자들에게 최고의 배터리로 선택 

받아왔으며, 성능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꾸준히 업그레이드를 

해왔습니다. 소형차부터 대형 트럭에까지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용량을 

구비하고 있으며, 동급 최고의 성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GB
GLOBAL BATTERY SERIES

· 시동성능 향상 특수 칼슘 합금으로 이루어진 극판과 순도 높은 

정제수만을 사용하여 고온에서의 수명 저하 방지는 물론 극한 환경에서도 

강력한 시동성능을 보장합니다. 

· 자기방전의 극소화 신소재인 SPECIAL 

TISSUE와 특수합금(HTC)을 사용하여, 

자기방전을 극소화하고 방치회복 성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 완전 밀폐형 구조 미로 환수 구조의 

이중커버 설계로 전해액 유출이 전혀 없는 

완전한 MF(MAINTENANCE FREE)를 

실현하여 보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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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GP 시리즈는 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기술이 집약된 POWER FRAME GRID 

적용 및 GRID 두께를 증가함으로써, 배터리 내부저항을 감소시키고 내부식성을 

증대하였습니다. 

이로써 M-CCA는 20%, 내구성능은 30%까지 향상시켜, 고급 차량에 맞는 

프리미엄 성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활물질량 및 밀도를 

증가시키고 부직포(SHRINKAGE PAPER)를 적용하였습니다.

GP
GLOBAL 
PREMIUM

M-CCA

일반 제품

GB 80

PREMIUM 제품

GP 80
0

200

400

600

800

20% UP

CCA	
(저온시동전류)

일반 제품

GB 80

PREMIUM 제품

GP 80
0

200

400

600

800

10% UP

C20
(20HR 용량)

일반 제품

GB 80

PREMIUM 제품

GP 80
0

25

50

75

100

10% UP

RC
(보유 용량)

일반 제품

GB 80

PREMIUM 제품

GP 80
0

50

100

150

200

10% UP

제품 기본성능 비교

CC
A 

(A
)

C2
0 

(A
h)

RC
 (M

IN
)

M
-C

CA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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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S
제품명 용량

[AH]
적용차종

현대 기아 GM 르노삼성 / 쌍용 / 기타

GB 54459 44 엑센트 스파크(가솔린) 티볼리(가솔린)

GB 55059 55 엑센트 K3 스파크(가솔린) 티볼리(가솔린)

GB 55457 55 마티즈 크리에이티브/라세티
프리미어(가솔린)/아베오

티볼리(가솔린)

GB 55064 55 아이오닉-HEV

GB 56219 62 벨로스터/아반떼AD/i30 K3 크루즈(가솔린)/아베오/
트랙스(가솔린)

SM3/티볼리
(가솔린-16년9월 이후)

GB 56318 63 크루즈(가솔린)/아베오/
트랙스(가솔린)

GB 57219 72 쏘나타-HEV K5-HEV

GB 57220
GP 57220

72 i30(디젤)/아반떼MD,AD K3/K5 알페온(가솔린)/말리부/
트랙스(디젤)

뉴SM3/뉴SM5(가솔린)/
QM3/뉴QM5

GB 57820 78 i30(디젤)/아반떼MD,AD K3/K5 알페온(가솔린)/말리부/
트랙스(디젤)

뉴SM3/뉴SM5(가솔린)/
QM3/뉴QM5

GB 58014 80 LF쏘나타 올란도(디젤)/캡티바/
크루즈(디젤)/임팔라

뉴QM5/뉴SM5/올뉴SM7

GB 59042 90 그랜저IG 스팅어 캡티바

GB 60044
GP 60044

100 제네시스BH,DH/뉴에쿠스 K9,스팅어 체어맨

GB L6 115 제네시스DH/EQ900 K9

GB 40L 40 타우너 다마스/라보/올뉴마티즈

GB 40R 40 마티즈Ⅰ,Ⅱ

GB 40AL 40 아토스 비스토/모닝

GB 50L 50 아반떼/베르나 레이/타우너/프라이드 다마스(08년형) SM3

GB 60AL 60 아반떼/엑센트/I30/클릭/
베르나

쎄라토/뉴프라이드(가솔린)/
쏘울

SM3

GB 60R 60 싼타모 라노스/레조/라세티/
매그너스/토스카

GB 80L
GP 80L

80 아반떼/그랜저HG,TG,HG/
EF,NF,YF쏘나타/i30/i40/
아슬란/제네시스G70

K5/K7올뉴카렌스/옵티마/
로체/모하비(가솔린)

스테이츠맨 SM5/SM7/QM5/
티볼리(디젤)

GB 80R 80 스타렉스(가솔린/LPG) 엔터프라이즈 레간자/매그너스/토스카 코란도(가솔린)

TAXI 80L 80 그랜저/LF쏘나타 K5/K7 SM5/SM7

TAXI 80R 80 토스카

제품명 용량
[AH]

적용차종

현대 기아 GM 르노삼성 / 쌍용 / 기타

GB 95 95 윈스톰/
라세티웨건(디젤)

GB 100BR 100 마이티(4.5t)/카고(5t) 콤비Ⅱ 노부스(4.5t)

GB 120L 120 코러스(35인승)/에어로타운
(34인승)/메가트럭(5t)

코스모스/미니버스

GB 120R 120 마이티(5t)/카운티(35인승) 타이탄(2.0t)/라이노

GB 150L 150 대형버스/트럭(8t이상)/그랜토/레미콘/특장차/트레일러/프리마

GB 200L
PT 200L

200 고속버스/관광버스/중장비

GB 250L 250 대형버스

GB 250R 250 수입트럭

GB 90L
GP 90L

90 투싼(디젤)/싼타페(디젤)/
맥스크루즈

뉴스포티지/쏘렌토R

GB 90R
GP 90R

90 스타렉스(디젤)/뉴포터/
투싼IX/그레이스/마이티

스포티지/스포티지R/
렉스턴스포츠

카이런/액티언/
코란도투리스모/
코란도C/
로디우스

GB 100L
GP 100L

100 베라크루즈/테라칸 카니발/모하비

GB 100R
GP 100R

100 그랜드스타렉스/포터 쏘렌토(디젤)/뉴타이탄/콤비

PT 110L 110 와이드봉고/하이베스타

EFB 70 70

AGM 60 60 코나/엑센트/아반떼AD/
아반떼MD

뉴프라이드(가솔린)/레이/
뉴모닝/쏘울/스토닉/니로

스파크 SM6/QM6

AGM 70 70 코나/i30/i40/아반떼/
LF쏘나타/그랜저

K3/K5/쏘울/니로

AGM 80 80 올뉴투싼/싼타페/LF쏘나타/
그랜저IG/제네시스G70/
LF쏘나타

스포티지/K5/K7
/쏘렌토/스팅어

임팔라 QM3/뉴SM5/뉴QM5/
티볼리

AGM 95 95 맥스크루즈/싼타페 올뉴쏘렌토/그랜드카니발

AGM 105 105 제네시스DH/제네시스G80/
EQ900

K9 올뉴SM7

제품별 적용차종



제품명 용량
[AH]

수입차

GB450LS Honda(CR-V/Civic)

GB 40L 40 Honda(Insight)/Nissan(Cube/GT-R)

GB 60L 60 Nissan(370Z)

GB 60R 60 Chrysler(Dodge Caliber/Pacifica)

GB 80L
GP 80L

80 Lexus(ES/LS/RX)/Ford(Taurus)/Honda(Accord 2.4,3.5/Crosstour/Odyssey)/
Toyota(Camry/Sienna/Venza)/Nissan(Altima/Murano/Rogue)/Infiniti(EX/FX/G35/G37/JX/M/Q/QX)

GB 80R 80 Lexus(CT/GS/IS)/Honda(Accord 3.0/Legend)/Chrysler(Caravan 2.4/Pacifica)

GB 90R
GP 90R

90 Chrysler(Dodge Dakota/Dodge Nitro)/Nissan(Pathfinder)

GB 55457 54 Volkswagen(New beatle)/Peugeot(206/208)/Chrysler(PT Cruiser)/Nissan(Juke)

GB 56219 62 Audi(A3 1.4)/Chrysler(300M/Sebring)/Peugeot(207/208)

GB 56318 63 Ford(Mondeo)/Land Rover(Discovery Series 2,3,4/Range Rover Sport 3.0 SC)

GB 57219 72 Ford(Escape/Explorer/Explorer Sport)

GB 57220
GP 57220

72 BMW(3 series/X3 2.0/Z3)/Audi(A3/A5 gasoline)/Lexus(SC430)/Ford(Five Hundred/Focus/Freestyle/
Fusion)/Chrysler(Crossfire Coupe/Crossfire Roadster/Grand Voyager/ Cherokee/Commander/Compass/
Grand Cherokee 5.7/Stratus/Voyager 3.3)/Peugeot(3008/307/308/406/407/5008/508/807/Coupe 407/
Partner TP/RCZ)

GB 65-114 Ford(Lincoln)

GB 58014 80 Chrysler(300C/5.7/5.7Touring/SRT/Compass Sport/Grand Cherokee 3.6, 4.7)/Jaguar(F-TYPE)

GB 59042 90 BMW(118d/120d/318/320/320d/520/M3)/Mercedes-Benz(S350)/Volkswagen(Golf 2.0/passat)/
Audi(A4/TT)/Ford(S-Max)/Land Rover(Freelander/Freelander2/Range Rover 3.0 TDV6/
Range Rover 4.4 SDV8)/Volvo(S60/S80/V40/V60)/Porsche(911 Carrera/Boxster/Carrera GT/
Cayenne Diesel/Cayman R)

GB 60044
GP 60044

100 BMW(5 series/640/X3,X5,X6)/Mercedes-Benz(E300)/Audi(A5 Diesel/A6/A8/Q5/Q7/R8/RS4,5,6,7/
S4,5,6,7,8/SQ5)/Ford(Windstar)/Chrysler(300C 3.0 Diesel/Grand Cherokee Diesel/Jeep Patriot/
Jeep Wrangler)/Land Rover(Range Rover/Evoque/SC/Sport V8)/Peugeot(607)/
Porsche(Cayenne S/Panamera)/Jaguar(S-Type/Sovereign/X-Type/XF/XFR/XJ/XJR/XK/XKR)

GB 67018 170 스카니아/볼보트럭/수입트럭

GB 73010 L 230 대형버스

GB 73011 R 230 수입트럭

AGM 70 70 BMW(3 series/X3 2.0/Z3/Z4)/Volkswagen(CC 2.0/Jetta/Tiguan)/Audi(A5 gasoline)/
Toyota(Camry/Sienna/Venza)/MINI(Cooper)/Volvo(S60/S80/V40/V60)

AGM 80 80 BMW(118d/120d/3 series/M3,X1)/Mercedes-Benz(E300/S350)/Audi(TT)/Chrysler(300C/SRT)

AGM 95 95 BMW(5 series/640/7 series)/Audi(A4/A5Diesel/Q5/Q7)/Chrysler(300C 3.0 Diesel)/
Volkswagen(Golf 2.0/Passat)

AGM 105 105 Audi(A6/A8/R8/RS4,5,6,7/S4,5,6,7,8/SQ5)

제품별 수입차 적용차종

1954. 09 	
축전지 2MM 극판 발명특허권 획득

1965. 01 	
한국공업규격 차량용전지 KS 인증

1967. 03 	 	
한국공업규격 KSC 8508 고정연축전지 
KS 인증

1968. 12 	 	
한국공업규격 KSC 8508 열차용축전지 
KS 인증

1970. 02 	 	
한국공업규격 KSC 8509, 
디젤기관차용 축전지 KS 인증

1970. 02 	 	
한국공업규격 KSC 8506 가반용축전지 
KS 인증

1974. 01 	 	
한국공업규격 KSC 8511 
동차용축전지 KS 인증

1980. 11 	
수출산업훈장 수상

1981. 09 	
한국공업규격 KSC 8504(20종), 
8505(26종) KS 추가 인증

1982. 12 	
한국공업규격 KSC 8505 (35종) 
KS 추가 인증

1983. 03 	
품질관리사정 1등급 공장 지정 
(사정 NO. B타 1-8)

1983. 11 	
한국공업규격 KSC 8505(13종), 
8506(3종), 8510(8종), 6008(1종) 
KS 추가 인증

1984. 05 	
원자력 인증서 획득

1987. 03 	
조세의 날 동탑산업훈장 수상

1988. 11 	
UL 인증서 획득 
(ES, ESG, UXL 제품)

2003. 12 	
광주공장 KFQ ISO/TS 16949 인증

2003. 12 	
광주공장 ISO 14001 인증

2004. 09 	
환경마크 획득 (VGS 제품)

2005. 09 	
환경마크 취득 (CGS 제품)

2005. 11 	
산업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06. 09 	
다산 기술상 수상

2006. 10 	
과학기술부 수여 엔지니어상 수상

2006. 11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표창 수상

2006. 11 	
환경마크 획득 (ES, UXL, MSB 제품)

2007. 08 	
신기술 인증 (GMH 제품)

2007. 12 	
기술대상 수상 (GMH 제품)

2008. 03 	
환경마크 획득 (GMH 제품)

2008. 08 	
KS인증 (GMH 제품)

2008. 10 	
지식경제부 품질경쟁력 우수기업 선정

2008. 12 	
제45회 무역의 날 3억불 수출의 탑 수상

2009. 03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2009. 09 	
국가생산성대상 인재개발부문 대상 수상

2010. 02 	
제1회 국가녹색기술상 
지식경제부장관상 수상

2010. 03 	
2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2010. 11 	
4억불 수출탑 수상

2011. 11 	
5억불 수출탑 수상

2012. 03 	
4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2013. 03 	
5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2014. 03 	
6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2015. 03 	
7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2016. 03 	
8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2017. 03 	
9년 연속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 
1위 선정

1989. 11 	
일본공업규격 JIS 인증

1991. 11 	
5천만불 수출탑 수상

1992. 03 
조세의 날 재무부장관상 수상

1992. 11
’92 일하는 풍토 조성상 수상

1993. 07 	
창원공장 ISO 9002 인증 획득 
(DNV QA)

1994. 04 	
광주공장 ISO 9001 인증 획득

1994. 05 	
창원공장 ISO 9001 인증 획득

1994. 11 	
산업표준화대상 대통령상 수상

1995. 08 	
품질경영 100선 기업 선정

1995. 11 	
품질경영 철탑산업훈장 수상

1996. 03 	
조세의 날 관세청장상 수상

1997. 01 	
노동부 노사협력 우량기업 선정

1997. 11 	
무역의 날 1억불 수출탑 수상

1999. 03 	
조세의 날 재경부장관상 수상

2000. 04 	
산업포장 수상 (광주공장)

2000. 09 	
KS TOP상 수상

2001. 04 	
KS TOP상 수상

2002. 10 	
KS 대상 수상

2003. 08 	
전력산업기술기준 KEPIC 원자력 발전소 
전기 1급 인증 획득

CERTIFICATE & 
PR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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