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P 15000TLEE-10 / STP 20000TLEE-10

SUNNY TRIPOWER 15000TL / 20000TL
ECONOMIC EXCELLENCE

경제성
• 최대 효율 98.5%
• 최고의 추적효율을 위한
OptiTrac MPP 트래킹

• OptiCool 에 의한 능동적인
온도 관리
• Bluetooth® 통신

간편성

유연성 및 미래 지향적 기능

• 삼상 전력 병입
• 도구가 불필요한 케이블 연결
• SUNCLIX DC 플러그-인 시스템

• 최대 1,000 V 의 DC 입력 전압
• 계통 관리 기능 포함
• 무효 전력 공급

SUNNY TRIPOWER 15000TL /20000TL
ECONOMIC EXCELLENCE
상업용 발전소의 높은 생산성을 위한 비용 절감형 고효율 인버터
경쟁력 있는 가격에도 최고 성능 달성: Sunny Tripower 시리즈의 차기 모델, 신제품 Sunny Tripower TL Economic
Excellence 는 성능 대비 최적의 가격 달성을 목표로 개발된 인버터입니다. 한편으로는 투자 비용의 경이로운
절감을, 다른 한편으로는 98.5%의 높은 효율로 이례적인 생산성을 보장하는 Sunny Tripower TL Economic Excellence
는 균일한 구조를 갖춘 중대형 태양광 발전소에 이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인버터의
본질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무효전력 공급, 계통 지원 및 계통 관리 기능 통합 등의 모든 요구사항
들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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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사양
타입 명칭

○ 선택 사양

— 사용 불가

www.SMA-Korea.com

–

다기능 릴레이
MFR01-10

Power Control Module
PWCMOD-10

Sunny Tripower
20000TL

Sunny Tripower
15000TL

20 450 W
1 000 V
580 V – 800 V / 580 V
570 V / 620 V
36 A
36 A
1/6

15 260 W
1 000 V
580 V – 800 V / 580 V
570 V / 620 V
36 A
36 A
1/6

20 000 W
20 000 VA
3 / N / PE, 220 V / 380 V
160 V – 280 V
50 Hz, 60 Hz / −6 Hz, +5 Hz
60 Hz / 220 V
29 A
1
0.8 지상 ... 0.8 진상
3/3

15 000 W
15 000 VA
3 / N / PE, 220 V / 380 V
160 V – 280 V
50 Hz, 60 Hz / −6 Hz, +5 Hz
60 Hz / 220 V
24 A
1
0.8 지상 ... 0.8 진상
3/3

98.5 % / 98.2 %

98.5 % / 98.3 %

○
●/●
—
●/●/—
●
I / III

○
●/●
—
●/●/—
●
I / III

665 / 680 / 265 mm
(26.2 / 26.8 / 10.4 inch)
45 kg (99.2 lb)
−25 °C ... +60 °C (−13 °F ... +140 °F)
51 dB(A)
1W
무변압기형 / OptiCool
IP65
4K4H
100 %

665 / 680 / 265 mm
(26.2 / 26.8 / 10.4 inch)
45 kg (99.2 lb)
−25 °C ... +60 °C (−13 °F ... +140 °F)
51 dB(A)
1W
무변압기형 / OptiCool
IP65
4K4H
100 %

SUNCLIX
스프링 클램프 단자
그래픽
○/●/○/○
○/○
●/○/○/○/○

SUNCLIX
스프링 클램프 단자
그래픽
○/●/○/○
○/○
●/○/○/○/○

기술 자료

무게
동작 온도 범위
소음 방출 (통상 수치)
자체 소비 전력 (야간)
토폴로지 / 냉각 방식
외함 보호 등급 (IEC 60529 규격)
기후 범주 (IEC 60721-3-4 규격)
상대 습도 최대 허용 값 (비응축)
특징
DC 연결
AC 연결
디스플레이
인터페이스: RS485 / Bluetooth® / Webconnect / Speedwire*
다기능 릴레이 / Power Control Module
보증 기간: 5 / 10 / 15 / 20 / 25 년
인증서 및 허가증 (요청 시 제공 가능)

Webconnect 인터페이스
SWDM-10

* 준비 중
** EN 50438 은 일부 국가에만 해당됩니다.
2012년 9월 현재 기준 데이터

꒯輸鼗輸鼨莼鼗輸

입력 (DC)
최대 DC 전력 (@ cos ϕ = 1)
최대 입력 전압
MPP 전압 범위 @ 220 V 계통 전압 / 정격 입력 전압
최소 DC 전압 / 시작 전압
최대 입력 전류
스트링별 최대 입력 전류
MPP 트래커 수 / MPP 트래커별 스트링
출력 (AC)
정격 전력 (@ 220 V, 60 Hz)
최대 피상 전력
정격 AC 전압
정격 AC 전압 범위
AC 계통 주파수 / 범위
정격 계통 주파수 / 정격 계통 전압
최대 출력 전류
정격 출력 시 역률
기본 역률, 조정 가능
상 수 / 상별 연결
효율
최대 효율 / 유로 효율
보호 장치
입력 측 차단 장치
지락 감시 / 계통 감시
DC 서지 어레스터 (Type II), 내장 가능
DC 역극성 보호 / AC 단락 전류 보호 / 갈바닉 절연
극성별 고감도 잔류 전류 감시 장치
보호 등급 (IEC 62103 기준) / 과전압 범주 (IEC 60664-1 기준)
일반 사양
크기 (W/H/D)

RS485 인터페이스
DM-485CB-10

CE, VDE 0126-1-1, VDE-AR-N 4105, PPC, RD 661/2007, UTE C15-712-1, EN 50438**,
PPDS, RD 1699, AS 4777, SI4777, BDEW 2008, C10/11, CEI 0-21, G59/2, IEC61727

정격 조건 하에서의 데이터임.
STP 20000TLEE-10

STP 15000TLEE-10

SMA Solar Technology

STP20000TLEE-DKR124210 SMA 및 Sunny Tripower는 SMA Solar Technology AG의 등록상표입니다. Bluetooth® 문자 마크 및 로고는 Bluetooth SIG, Inc.에서 소유한 등록 상표이며 SMA Solar Technology AG는 라이센스에 따라 이 상표를 사용합니다. SUNCLIX는 PHOENIX CONTACT GmbH & Co. KG의 등록상표입니다. 내용 및 그림은 출판 시점에서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며, 사전 통보 없이 기술적 변경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
사에서는 인쇄 오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본 인쇄물은 무염소 용지에 인쇄되었습니다.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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