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델명 GW5K-ET GW8K-ET GW10K-ET

배터리 입력 데이터
배터리 유형 Li-Ion
배터리 전압 범위 (V) 180~600
최대 충전 전류 (A) 25
최대 방전 전류 (A) 25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모드 BMS 자체 적응
PV 입력 데이터
최대 입력 전력 (W) 6500 9600 13000
최대 입력 전압 (V) * 1000
MPPT 전압 범위 (V) 200~850
시작전압 (V) 180
정격 입력 전압 (V) 620
최대 입력 전류 (A) 12.5/12.5
최대 단락 전류 (A) 15.2/15.2
MTTP 제어기 수 2
MPPT 당 스트링 수 1/1
AC 출력 데이터 ( 그리드 )
유틸리티 그리드에 정격 출력 피상전력 (VA) 5000 8000 10000
유틸리티 그리드에 최대 출력 피상전력 (VA) ** 5500 8800 11000
최대 유틸리티 그리드에 피상 전력 (VA) 10000 15000 15000
정격 출력 전압 (V) 380, 3L/N/PE
정격 출력 주파수 (Hz) 60
최대 유틸리티 그리드의 AC 출력 전류 (A) 8.5 13.5 16.5
최대 유틸리티 그리드의 AC 전류 (A) 15.2 22.7 22.7
출력 조정가능 변위율 ~1 (Adjustable from 0.8 leading to 0.8 lagging)
출력 종합 왜형률 (@ 정격 출력 ) ＜ 3%
AC 출력 데이터 ( 백업 )
최대 출력 피상전력 (VA) 5000 8000 10000
피크 출력 피상전력 (VA)*** 10000, 60sec 16000, 60sec 16500, 60sec
최대 출력 전류 (A) 8.5 13.5 16.5
정격 출력 전압 (V) 380
정격 출력 주파수 (Hz) 60
출력 THDv (@Linear Load) ＜ 3%
효율
최대효율 98.0% 98.2%
최대 부하 배터리효율 97.5% 97.5%
유럽효율 97.2% 97.5%
보호기능
단독운전방지 내장
PV 스트링 역극성 입력방지 내장
절연 내장
잔류전류 제어장치 내장
출력 과전류 제어장치 내장
출력 단락보호 내장
배터리 역극성 입력방지 내장
출력 과전압 보호 내장
일반 규격
정상작동 온도범위 (℃ ) -35~60
상대습도 0~95%
정상작동 고도 범위 (m） ≤ 4000
냉각방식 자연 대류
소음 ＜ 30
사용자 인터페이스 LED & APP
통신방식 -BMS RS485; CAN
통신방식 - 계량기 RS485
통신방식 -EMS RS485( 절연 )
통신방식 - 포털 Wi-Fi
무게 (Kg) 24
사이즈 (L*W*H mm) 516*415*180
설치방식 벽면 부착형
보호등급 IP65
대기 소비전력 (W) **** ＜ 15
변압방식 무변압기
인증 및 규격
계통연계기준 CEI 0-21; VDE4105-AR-N; VDE0126-1-1; EN50438; G83/2; G100
안전기준 IEC62109-1&2, IEC62040-1
EMC 기준 EN61000-6-1, EN61000-6-2, EN61000-6-3, EN61000-6-4, EN61000-4-16, EN61000-4-18, EN61000-4-29

ET 시리즈
3 상 ESS 인버터

* 최대 작동 전압은 950V 임 .
** 현지 그리드 규정에 따라 다름 .
*** PV 와 배터리 전원이 충분할 때만 접근 할 수 있음 .
**** 백업 출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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