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양광 발전 계통도 

빛담은 접속반은 PV 어레이로 구성된 다수의 전력선을 최적의 상태로 배치하
여 관리하며, 실시간 전력상태를 감시 및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으로 태양광 발
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장치이며 도심지, 공공장소 및 수상&해상 설
치에 적합하고 미려한 디자인 제품입니다.

The Best Solution For the Next Generation,
Photovoltaic Energy!

 1. DC ~1000V _ LS Susol series
 2. 전 모델 고속 gPV-15A 적용
 3. SUS 304 외함 적용

※ 접속반 기본사양

육상 태양광 모듈 옥상 접속반

수상 태양광 모듈 수상 접속반

인버터 한전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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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능테스트

 Heat Management

육상 태양광발전장치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을 극대화하여
최적의 성능과 디자인을 함께한

SMART ERROR 체크기능

2 • Green Energy in new world

빛담은 접속반

 ■ Heat Management
다이오드와 완전 밀착구조 설계된 방열판 및 열을 

감지하여 강제로 열 방출 등 태양광 발전설비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 우수한 내후성
고 내후성 ASA을 적용하여 장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칼라 변화가 현저히 적어 옥외용 외장재로 사용하기 

최적화된 제품입니다.

 ■ 채널감시부의 안전 강화
CT방식으로 적용하여 4000V의 고압 절연이 

가능하며, 감시부에는 5v이하의 저압 설계를

통하여 안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SMART ERROR 체크기능
개별 채널을 감시하여, 이상 발전 현상이 발생되면, 이를 

모니터링 표기하여 에러점검 및

유지보수에 용이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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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담은 접속반

수상 태양광 발전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탄소 및 방수방진기술을 적용한      

 ■ 해상/수상용 접속반 주요기술

•절연형 채널 감지 기술 적용
• WiFi Sensor Network를 통한 서지피해 방지
•각 채널별 발전상태 감지 기능 적용
•화재예방형 Ductless 기술 적용

내 부

•냉각구조 일체형 방열 시스템 적용
• 탄소 고분자 실링에 의한 외부 완전 밀폐기술 적용
•후면 전력선 링크 방식 디자인 설계

후면부

•IP65 등급 기술 적용
•수상태양광구조에 적합한 TINY TYPE 적용
•패널 부착용 IP65 방수 디스플레이 적용

전면부



 ■ 제품사양

DGMJ - ALL             IP54
웹+로컬+채널 모니터링

• ~22채널 지원

• 최대  입력 전압 1000V

• 최대 출력 전류 250A

• 모니터링  : 인버터 + 채널자료

-채널 : 각 채널 전압 전류 오류등 감시

-로컬  : TFT Color LCD설치

- 웹 :  웹을 통해 태양광 발전 상태 감시

• SUS/ASA/강화유리 적용

• 이중 분체도장

• 크기 : 600x230x1200

• 옵션 : 환경센서

DGMJ              IP54
일반형

• ~22채널 지원

• 최대  입력 전압 1000V

• 최대 출력 전류 250A

• SUS/ASA/강화유리 적용

• 이중 분체도장

• 크기 : 600X230X1200 

DGMJ              IP65
수상형

• ~24채널 지원

• 최대입력전압 1000V

• 최대 출력 전류 250A

• SUS재질/IP65 Display 적용

• WiFi Sensor Network 통신 적용

• 크기 : 1050x600x250

DGMJ - Web             IP54
웹모니터링

• ~22채널 지원

• 최대  입력 전압 1000V

• 최대 출력 전류 250A

• 모니터링  : 인버터 자료

- 웹 :  웹을 통해 태양광 발전 상태 감시

• SUS/ASA/강화유리 적용

• 이중 분체도장

• 크기 : 600x230x1200

• 옵션 : 환경센서

DGME             IP45
보급형

• ~22채널 지원

• 최대  입력 전압 1000V

• 최대 출력 전류 300A

• SUS 및 STEEL 적용

• 이중 분체도장

• 크기 : 450~750x200x850~900

  육상과 수상을 아울러 모든 환경에 적합한
                            안전과 신뢰받는 

The  Best Technology for Human & N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