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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형 배터리 충전(Sealed PW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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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컨트롤러를 선택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컨트롤러는SunSaver . SunSaver™ ™

충전방식을 이용하며 최신의 기술을 적용해서 매우 정교하게 설계된 충전컨트롤러입니다PWM .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미 신뢰성이 입증된 제품이므로 편리하게 사

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는 자동충전제어에 필요한 정확한 디지털 측정값을 얻기 위해서 마이크로컨트롤SunSaver™

러를 이용하고 있으며 다년간에 걸쳐서 입증된 모닝스타만의 독자적인 알고리즘을 이용한 최적

의 충전 컨트롤러입니다 는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특별히 최적화된. SunSaver™

충전 제어방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충전 제어기의 사양들은 매우 독특한PWM . SunSaver™

방식을 채용하고 있으며 매우 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용법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가능한 본.

사용자 매뉴얼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컨트롤러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숙지 하셔서SunSaver™

귀하가 설계하고 있는 독립형 태양광 시스템에 가장 적합하도록 컨트롤러의 모든SunSaver™

기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썬세이버 제품군은 와 위험지역에 설치가 가능하Class I, Division 2, Groups A, B, C D

도록 및 규격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썬세이버를 미UL1604 CSA 22.2 No. 213-M1987 .

● 설치하면서 제시된 규칙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매뉴얼은 썬세이버 컨트롤.

러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배터리를 취급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기기 바랍니다.

납축전지의 경우 폭발이 가능한 가스가 발생되거나 단락 시에는 순간적으로(short circuit)

수천 전류 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배터리 제조사에서 제공되는 매뉴얼을 상세히 읽어(Ah)

보시기 바랍니다.

● 컨트롤러의 정격 전압 및 전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는 배터리만12 volt 24 volt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컨트롤러에 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가 연결된 상태에서 태양광 패널의 단자 및 출력단자

를 단락 시키면 컨트롤러가 파손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short circuit)

다.

● 컨트롤러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치하시고 통기가 잘되는 적절한 위치에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 압력 터미널 컨넥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최소 절연규격 그리고 와 규격의 동선을75°C 10 AWG (5.2 mm2) 14 AWG (2.1 mm2)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극 컨넥터는(-) 적절히 접지 되어야 하며 각 지역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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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장소에 설치하면서 및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UL CSA

미국 그리고 또는National Electrical Code Article 501-4(b) / Canadian Electrical Code

의 필요조건을 따라야 합니다Article 18-156 .

************************************************

썬세이버 컨트롤러는 쉽게 설치 및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품의 기능을 최대한 이용하.

고 오랜 기간 동안 문제없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전체 매뉴얼을 상세히 읽어 보시기바랍니

다.

1. 썬세이버 컨트롤러를 수직 방향으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러의 상부.

및 하부에는 통기를 위해서 일정 공간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태양광 패널의 입력 및 사용할 제품의 소비 전력이 선택한 썬세이버 모델의 용량

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썬세이버의 개 단자는 각각 번호 네모 박스 가 표기되어 있으므로 연결할 때는6 ( )

번에서 번까지 순서에 따라 연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1 6 .

4. 우선 배터리를 가장 먼저 연결하시기 바라며 이 때 노출된 전선이 컨트롤러의 메

탈 부분에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 설치 장소가 위험지역인 경우에는 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에서 전선의 연결을 끊어 주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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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충전에 필요한 태양광이 입력된 경우에는 항상 녹색 가 점등되어 있으며 태양광이LED

없는 밤에는 꺼지게 됩니다 썬세이버는 정 전압 충전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배터리. PWM

로 항상 일정량의 에너지가 입력되게 됩니다 배터리가 거의 완충되어 충전 전류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내려가도 녹색 는 계속 점등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컨트롤러가 동작되고 있LED .

으며 태양광 패널에서부터 에너지가 공급 가능한 상태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적색 가 있는 기능 과 방전 방지 기능 을 포함한 썬세이버의 경우 배터리 충전상태LED LVD ( ) ,

가 설정 값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에는 부하 로 출력되는 전기의 공급이 차단되며LVD (LOAD)

적색 가 점등됩니다LED .

이것은 과 방전으로 인한 배터리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출력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출력 차단 상태는 태양광 충전을 통해서 배터리의 용량이 에 다다르게 되면40%~50%

자동적으로 다시 연결이 되며 적색 가 꺼지게 됩니다LED .

5. 다음으로 태양광 패널 을 연결해 주시면 태양광이 있는 경우에는 녹색(PV array)

가 점등 됩니다LED .

6. 마지막으로 출력 부하 을 연결합니다( ) .

기능이 있는 컨트롤러의 경우 적색 가 켜지면 배터리 용량이 적은 상태LVD , LED

이므로 연결 전에 반드시 배터리를 먼저 충전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매.

뉴얼 섹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5.3 .

7. 컨트롤러 출력 단자부분에는 터미널 점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점(LOAD) .

퍼를 연결하는 것은 밀폐형 배터리를 효과적으로 충전하기 위한 설정(SEALED)

입니다 액체 보충형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에는 점퍼를 제거하고. (FLOODED)

연결하시면 액체 보충형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충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점퍼.

를 재연결하는 경우에는 밀폐형 배터리에 적합한 설정으로 다시 변경됩니다 상.

황에 따라서 변경을 반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매뉴얼 섹션.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5.3 .

8. 효과적으로 서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음극 시스템 도체를 적절히 접지(Negative)

시켜 주실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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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세이버는 태양광 전기 시스템을 구성하기에 적합한 제품입니다12 volt (or 24 volt) .

그러므로 태양광 패널의 개방전압 이 시스템인 경우(open circuit voltage: Voc) 12volt

그리고 시스템인 경우에는 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25volts, 24volt 44volt .

● 최대 입력 용량 기준(Short circuit current ) :

8.1 amps

12.5 amps

25.0 amps

● 썬세이버는 시리즈 컨트롤러이므로 태양광 패널에서 입력되는 전류규격은 태(Series)

양광 패널의 를 기준으로 합니다 썬세이버는 레귤레이션을 위해서Peak Power(Ipp) .

태양광 패널을 단락 시키면 안 됩니다 썬세이버 컨트롤러는 출력을 감소 시켜서 사용.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 션트 컨트롤러에서 숏서킷 전류 때문. , (Shunt) (Isc)

에 출력을 내려서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 썬세이버의 과방전 방지 기능 을 포함한 제품은 그리고 암페어의 제품이(LVD) 6, 10 20

있습니다

● 썬세이버 모델중에 과방전 방지 기능이 없는 제품은 암페어까지입니다 따라서10 . 10

암페어를 초과하는 출력로드 기기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NOTE: 썬세이버의 출력 단자를 반드시 사용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썬세이버의.

용량을 초과하는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터리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시

면 됩니다.

● 썬세이버 컨트롤러의 입력전류와 출력전류는 최대 분까지의 한도 내에서 까지5 25%

초과되어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의 과 출력은 안전한계를 감. 25%

소시키며 컨트롤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열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은.

과 출력 설정은 통상적인 작동을 위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디자인할 때 일

시적 과 출력한도에 대한 허용마진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썬세이버는 작동 상태에서 주변온도가 까지 상시 유지되어도 동작되(Operation) 60%

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의 향상을 위해서 가능한 열을 발생시키는 제품.

근처에는 설치하지 마시고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온.

에서는 컨트롤러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제품의 생산연도는 밑면의 시리얼 번호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처음 개의 숫자가 연도. 4

와 월을 표시합니다 제품의 관리 및 를 위해서 시리얼 번호를 제거하지 마시기 바. A/S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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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성을 분명히 구별해서 각각의 제품을 컨트롤러에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썬세+ / - .

이버는 반대 극성 연결에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 / -

를 반대로 연결했을 경우 작업자나 또는 다른 장비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

여 주시기 바랍니다.

NOTES:

아래의 설치단계를 참조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썬세이버는 야간에 역전류에 의한 전류의 손실을 차단하므로 별도의 블로킹 다이오드는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연결 터미널은 최대 의 전선 연결이 가능하며 연결 작업시 일AWG #10 (up to 5.2 mm2)

자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Some #10 spade connectors may not fit in this terminal.)

● 각각의 터미널은 적절히 드라이버로 체결하시면 됩니다.

● 썬세이버는 태양광 패널의 파워를 레귤레이션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물론 배터리.

에 직접 다른 제어기를 동시에 연결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썬세이버에 영향

을 주지 않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 썬세이버에 ‘SEALED OR FLOODED SELECT 라고 표시된 단자에는 절대로 태양광 배’ ,

터리 로드 등의 어떠한 선 도 연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LOAD) (Wire) .

그리고 반드시 썬세이버 컨트롤러의 표면에 명기 되어 있는 숫자 네모 박스 에 따른 설치( )

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지역에 설치시에는 을 준수해 주시기 바U.S. National Electric Code, Section 690

랍니다.

● 미국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에 썬세이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국 National

그리고 또는Electrical Code Article 501-4(b) / Canadian Electrical Code Article

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18-156 .

1. 운반 중에 제품에 손상이 발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능한 썬세이버를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며 통기가 가능하도록 위아래 최소 이상의 공간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컨5cm .

트롤러는 직사광선을 피해 설치하시고 여타 발열체로부터 멀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썬세이버는 외부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를 직접 맞지 않도록 커버를 설치해 주시.

고 외장 케이스 내부에 설치되는 경우 환기장치를 마련해서 고온으로 인해 컨트롤러가 과

열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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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썬세이버는 부식에 강합니다 케이스는 단단한 산화피막 처리가 되어 있으며 커.

버에 사용된 볼트는 스테인레스 스틸이며 회로는 밀봉되어 있고 터미널은 구리 그

리고 니켈 도금한 황동입니다.

2. 태양광 입력 및 부하가 썬세이버 컨트롤러의 정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해주시기 바랍

니다 스펙 참조. (2page )

NOTE: 한 개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썬세이버를 여러개 병렬로 연결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태양광 패널의 용량이 연결되는 썬세이버의 용량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도 썬세이버의 용량을 초과해서 연결하는.

경우 썬세이버가 파손되므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

시 구매하신 업체에 문의바랍니다.

3. 연결 순서

컨트롤러의 상부 표면에는 에서 까지의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번호에 따라서1 6 .

연결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그러나 이 순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썬세이버가 파손되지는.

않습니다.

4. 배터리 연결

볼트 볼트 의 시스템 배터리를 연결합니다 이때는 녹색 가 점등되지는 않는 것12 (24 ) . LED

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과 방전 방지 기능 이 있는 썬세이버 모델에서 적색 가 점. (LVD) LED

등되면 배터리가 과 방전 상태이므로 출력이 차단됩니다 이 경우 충전을 하신 후에 설치. ,

해야 합니다 새로 구입한 배터리의 경우에도 자연방전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가끔 발견됩.

니다.

NOTE: 만일 배터리 전압이 볼트인 경우에는 배터리 전압이 매우 낮은 상11.5 (or 23.0)

태이므로 배터리는 재충전 되어야 합니다.

NOTE: 썬세이버를 처음 연결하면서 배터리 전압이 볼트와 볼11.5 12.0 (or 23 and 24)

트 사이에 있는 경우 썬세이버의 저전압방지 기능에 의해 출력이 차단되는(LVD)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배터리가 볼트 이상으. 12.6 (or 25.2)

로 올라가게 되면 해제됩니다 또는 배터리가 최소한 볼트 이상. 11.5 (or 23 volts)

인 경우에는 수동으로도 해제가 가능합니다 우선 태양광 패널을 다음의 단계. ( 5

참조 연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패널 연결을 끊어주고 그다음 배터리의 양극) .

을 다시 연결해줍니다 그러면 적색 가 꺼지면서 자동적으로 저전압(Positive) . LED

시 출력차단 기능이 해제되게 됩니다( LV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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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썬세이버는 태양광 시스템 전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동화된 전자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썬세이버는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배터리에 가장 적절하.

게 충전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격지나 사람의 접근이 용이치PWM .

5. 태양광 패널

우선 컨트롤러에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이 정확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태양

광 패널의 양극선과 음극선을 정확히 연결합니다 태양광이 있는 낮에 녹색 가 점등. LED

되면 올바르게 연결된 것입니다.

주의사항: 태양광이 있는 상태에서는 태양광 패널에서 항상 전기가 생산됩니다 따라서 태.

양광 패널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로를 단락 시키면 컨트롤러가 손상을 받

게 되므로 단락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부하(LOAD)

부하의 전원을 끈 상태에서 컨트롤러의 출력단자에 연결하신 후 부하를 켜십시오.

만일 컨트롤러에 있는 적색 가 점등되는 경우에는 기능을 포함한 컨트롤러 배터LED (LVD )

리를 설치 전에 충전하셔야 합니다 섹션 참조. ( 6.2 )

7. 밀폐형 및 액체 보충형 배터리의 선택

썬세이버는 부하 로 나가는 출력의 음극 출력단자 번호 와(LOAD) (Negative) ( 5) SEALED

라고 표시된 단자가 점퍼로 연결된 상태로 공장에서 출고됩니다OR FLOODED SELECT .

이렇게 점퍼가 연결된 상태는 밀폐형 배터리를 가장 효율적으로 충전하기 위한(SEALED)

설정입니다 따라서 사용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액체 보충형 배터리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간단히 점퍼를 제거하는 것만으로 액체 보충형 배터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전할 수 있습

니다 섹션 참조. ( 6.2 )

액체 보충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제거한 점퍼는 나중을 위해서 잘 보관해 주시기 바라

며 언제라도 밀폐형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에 다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점퍼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선을 사용해서 점퍼를 대신하셔도 됩니다.

8.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가장 효과적으로 번개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배터

리의 음극 도체 부분을 적절히 접지시켜 주셔야 합니다 썬세이버는(Negative) . UL 규격 권

장 사항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의 극 배터리의 극 그리고 출력단자의 극을 공통(-) , (-) (-)

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No switching is done in the negative current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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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장소에 제품을 설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스스로 작동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몇 가지 작업을 통해서 썬세이버 컨트롤러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치 참조a. (Section 5.3 )

배터리 타입 선택 참조b. (Section 5.3-7 )

유지관리 참조c. (Section 6.3 )

태양광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컨트롤러의 각종 기능과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용에 필요한 설정 값과 변수 값은 요약된 제품 사양서 에 명. (Section 8.0)

기되어 있습니다.

● 반도체 소자100%

모든 파워 스위칭은 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컨트롤러 내부에는 기계적인 릴레이FET

가 전혀 없습니다.

● 배터리 충전 제어

썬세이버는 일정한 전압으로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모닝스타 고유의 한 단계 진

전된 시리즈 충전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PWM .

온전한 은 여러 종류의 태양광 시스템에 적합하도록 매0 to 100% PWM duty cycle

우 빠르며 또한 안정된 충전 제어를 합니다.

● 온도 보상

녹색과 적색 중간에 있는 것은 컨트롤러가 설치되는 장소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LED

도센서입니다 썬세이버는 전압 설정 값을 를 기준으로 해서. Constant 25°C -28

보정을 합니다 이러한 보정은 배터리 충전을 배터리의 전(-56 for 24V) mV per °C .

기화학적 특성의 변화에 맞추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터리와 컨트롤러가 비슷하거나 동일한 환경에 설치되는 것이 충전 및 관리

에 매우 유리합니다

● 밀폐형 액체 보충형 배터리의 선택/

액체 보충형 배터리는 층 분리 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활동적인 충전(Stratification)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밀폐형 배터리는 가스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정교한 충전이 필요합니다.

액체 보충형 배터리를 충전하는 경우 썬세이버의 상시 충전 전압 설정 값은 14.4(or

볼트입니다 그리고 밀폐형 배터리의 경우에는 볼트입니다28.8) . 14.1(or 28.2) .

자세한 내용은 본 매뉴얼 섹션 을 참조 바랍니다5.3-7 .

● 표시 사항LED

본 매뉴얼 섹션 을 참조 바랍니다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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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세이버 컨트롤러의 성능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최소한 년에 한 번씩은 다음의 검1

사 및 유지관리 작업을 권장합니다.

● 배터리 저 전압시의 전압 출력 차단기능(LVD)

배터리의 저전압의 경우 출력을 차단하는 기능은 선택사항입니다 만일 배터리 전압.

이 볼트 볼트 시스템의 경우 볼트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출력이 차단되11.5 ( 24 23.0 )

어 배터리가 심하게 방전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초간의 지연으로(Deep discharge) . 2

과도한 전류로 인한 부하의 차단을 방지합니다 배터리가 볼트로 회복. 12.6 (or 25.2)

되면 적색 가 꺼지면서 다시 정상적으로 출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LED .

● 배터리가 제거되는 상황

낮 시간 동안에 배터리를 컨트롤러 연결에서 제거 시키면 태양광 패널에서 생산된 파

워는 컨트롤러에 지속적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 경우 썬세이버는 즉시 모드. PWM

로 들어가며 일정한 전압으로 출력단에 파워를 공급하게 됩니다 태양광 패널에서 충.

분한 파워가 공급되는 한 이러한 상황은 지속이 될 것입니다.

● 컨트롤러의 병렬연결

모닝스타의 컨트롤러들은 병렬로 연결해서도 효과적으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습

니다 별도의 블로킹 다이오드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필수적이며 꼭 기억해야. .

하는 것은 각각의 컨트롤러가 독립되고 분리된 태양광 패널과 출력에 연결되어야 합

니다.

또한 이 경우 특별히 주의할 점은 개별 컨트롤러의 정격용량을 초과한 태양광 입력,

이나 출력을 연결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섹션 참조.( 5.3-2 )

● 보조적인 제너레이터 연결

엔진 제너레이터 및 다른 파워 발생장치들이 썬세이버와 함께 동일한 배터리에 직접

연결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썬세이버 컨트롤러를 배터리에서 제거할 필.

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썬세이버에 태양광 이외의 다른 제너레이터를 연결하는 것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역 전류

썬세이버는 야간에 배터리로부터 태양광 패널로 방전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으

므로 이러한 목적으로 블로킹 다이오드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Noise

썬세이버는 적절히 접지만 해도 스위칭 노이즈 및 필터의 사용을 최소화 시켜줍니다.

만일 통신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노이즈가 많이 나타나면 대부분 시스템의 접지가 적

절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1. 올바른 배터리가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밀폐형 또는 액체 보충형 배터리와 점퍼의. (

설정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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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세이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입력 대신에 전원공급기

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하기에 명기된 사항을 정확히 준수해 주셔야.

컨트롤러에 손상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썬세이버 컨트롤러는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작동이 되도록 디자인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태양광 시스템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연결 불량 낮은 전압 부하 등에서, ,

발견됩니다 썬세이버 사용시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은 다음에 명기된 것 같이 쉽게 해결이 가능.

합니다.

2. 태양광 패널 입력 및 출력이 썬세이버 컨트롤러의 정격에 따라 설치 운용되고 있는지 확

인합니다.

3. 각각의 연결된 터미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느슨해지거나 부러지거나 타버린 전선의.

유무를 확인하고 느슨해져서 다른 터미널에 연결된 전선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4. 컨트롤러가 안전하고 청결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부식된 부분이나 더러워

지고 벌레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5. 컨트롤러 주위의 환기를 막는 부분이 있으면 제거합니다.

6. 직사광선이나 비로부터 보호되도록 조치를 취하고 커버 밑면으로 물이 고여 떨어지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7. 컨트롤러의 기능을 확인하고 램프가 시스템 상태에 따라서 올바르게 표시되는지를LED

확인합니다.

● 입력 전류를 선택한 썬세이버 컨트롤러 정격의 반에 해당되는 만큼으로 제한해서 공급합

니다.
● 입력 전압은 볼트 시스템의 경우 직류 볼트 또는 그 이하로 설정하시고 볼트12 (DC) 15 24

시스템의 경우 볼트 또는 그 이하로 설정을 합니다30 .

● 컨트롤러에는 꼭 한 개의 전원공급기를 연결합니다.

NOTE : 전원공급기를 이용한 썬세이버 컨트롤러의 테스트 방법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

보는 모닝스타 홈페이지의 테스트 절차 부분에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조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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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1.

처리하셔야 합니다.

배터리가 단락 되는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2.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썬세이버 내부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있는 퓨즈3. ,

회로차단기 등의 제품이 없습니다.

회로에 전기가 흐르도록 연결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4.

항상 주의해서 작업을 진행해서 컨트롤러 및 연결된 기기의 손상

이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a. 녹색 의 표시 상태를 확인합니다 녹색 는 태양광이 있는 주간에는 반드시 점LED . LED

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b. 적절한 배터리 밀폐형 또는 액체 보충형 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

c. 연결된 모든 전선이 올바르고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된 극성 을 확인합니다(+ and -) .

d. 태양광 패널의 개방전압 을 확인해서 컨트롤러의 정격 범위 내(open-circuit voltage)

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전압이 낮거나 제로인 상태이면 태양광 패널을 컨트.

롤러에서 분리한 후에 패널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e. 출력으로 태양광 패널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f. 컨트롤러와 배터리 사이에 과도한 전압 강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전.

압강하는 배터리의 만 충전을 제한할 것입니다.

g. 배터리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야간에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도 전압이.

유지되지 못하고 떨어지면 배터리가 손상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h. 썬세이버 컨트롤러의 단자에서 태양광 패널의 전압과 배터리 전압을 확인합니다 만.

일 배터리 터미널단자 전압과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의 개방전압과 터미널단자의

전압차가 미만이라면 배터리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1 V .

러나 패널 단자에서 측정한 전압이 개방 전압에 근접해 있거나 배터리 전압이 낮다면

충전되는 상태가 아니며 컨트롤러는 파손된 상태입니다.

a. 우선 동작 상태에서 전압을 확인해서 규정전압보다 높은지 확인합니다 컨트롤러. PWM

셋팅값의 온도 보상 내용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볼트 액체 보충형 배터리의 경우.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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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에서는 볼트로 레귤레이션 하게 됩니다0°C 15.1 .

b. 배터리 타입이 적절히 선택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밀폐형 액체 보충형. ( , ).

c. 전선의 연결이 정확하고 단단히 연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d. 컨트롤러에서 태양광 패널의 연결을 분리하고 일시적으로 배터리의 양극 단자(Positive)

를 분리합니다 태양광 패널이 그대로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터리의 터미널만 다시.

연결 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충전 상태를 표시하는 녹색 가 점등되지 않아야 합니다. LED .

단자에서 전압을 측정 태양광 패널은 연결하지 않은 상태 해서 만일 녹색 충전을SOLAR ( )

표시하는 가 점등되거나 배터리 전압이 측정되면 컨트롤러는 대개의 경우 이미 손상LED

을 받은 상태입니다.

a. 출력 등 기구의 스위치가 켜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용자가 설치한 시스템상의 퓨즈의 손상여부 및 서킷 브레이커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

인합니다.

썬세이버 내부에는 퓨즈나 서킷브레이커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 출력 태양광 입력 및 배터리 연결 단자들의 연결 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시스, .

템에 사용된 전선에서 전압 강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c. 썬세이버의 가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일 기능을 포함한LED . LVD

컨트롤러의 경우 적색 가 계속 켜져 있으면 배터리가 저 전압 상태에 있다는 것을, LED

의미합니다 이 경우는 기후 조건이 좋지 못해서 태양광 패널에서의 입력이 적거나 또.

는 사용 부하에서 너무 많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d. 배터리 단자에서 전압을 측정합니다 만일 기능을 포함한 컨트롤러의 경우 전압. LVD ,

이 이상이면 출력단에서 전기가 출력되어야 합니다 출력단자의LVD(11.5V or 23.0V) .

전압을 측정합니다 이 경우 만일 전압이 검출되지 않으면 컨트롤러는 손상을 받은 상.

태일 수 있습니다.



- 16 -

************************************************

RELIABILITY MECHANICAL

5-year failure rates at a 95% confidence level ● Dimensions:(inches) . 6.0x2.2x1.3(WxHxD)

● SunSaver-6 ...................... < 0.1% (mm) .... 152x56x33(WxHxD)

● SunSaver-10 .................... 0.2% ● Weight (oz) ..... 8

PERFORMANCE / ELECTRICAL (kg) ...... 0.23

● Accuracy: ● Wire terminals:

Sealed ............................. +/-35mV Wires per terminal 1 or 2wires

Flooded ........................... +/-60mV Max size per wire #10 AWG

LVD ............................ +/-100/160mV
5.2 mm2

Screw material .... Nickel plated brass

● Maximum array voltage ...... 25V/44V Terminal material . Tin/Copper plated brass

● Minimum voltage to operate 6V ● Encapsulation .......... Epoxy

● Ground ............................... negative ● Case ....................... 6063-T5 Aluminum

● Parallel capability ................ yes ● Finish ...................... Electrolytic anodize

● Self-consumption : .............. 8 to 10 mA ● Mounting orientation Any

● Voltage drops(typical): CONTROL SETPOINTS

PV/Battery ...................... 0.4 volts Sealed Flooded

Battery/Load ................... 0.3 volts ● Low volt load disconnect 11.5 11.5

● Operating life ..................... 15 years ● LVD reconnect ............... 12.6 12.6

● Transient surge suppressors: ● Constant-voltage regulation 14.1 14.4

Pulse power rating .......... 1500watts (24V setpoints are twice 12V values)

Response ......................... <5 nanosec CONTROL PARAMETERS

● 25% current overload capability 5 minutes ● Charge algorithm ........ constant-voltage

● Reverse current leakage ..... < 10㎂ series configuration

ENVIRONMENTAL ● PWM duty cycle ........ 0% to 100%

● Operating temperature ....... -40to +85℃ ● Temp comp coefficient -28mV/ (25 ref)12V℃ ℃

● Max ambient temperature .. +60℃ -56mV/ (25 ref)24V℃ ℃

● Storage temperature ........... -55to+100℃ ● LVD delay ................... 2 seconds

● Humidity ............................. 100% Specifications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