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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 Energy Company

OCI 파워는 태양광 인버터와 ESS용 PCS를 개발, 생산, 판매하고 태양광 발전 EPC와 IPP(발전사업자) 등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OCI 파워는 독일과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자체 연구소

에서 태양광 발전에 필요한 Solution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제품을 군산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많은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운영하고 기자재를 납품, ESS 시스템 구축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성공적인 미래를 제공하는 Global Leading Green Energy 

Company를 지향하는 회사입니다.

사업분야

ABOUT 
OCI 파워

태양광발전으로 열어가는
미래에너지시대, 
OCI 파워가 함께합니다.

태양광인버터, 접속함 ESS 시스템 태양광 발전 사업



03

OCI 파워는 전 세계에 15GW 이상 판매된 독일 카코 뉴에너지의 소용량(String)  

인버터를 국내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고 있고, 2019년 1월부터 국내 태양광  

인버터 시장을 이끌어 왔던 카코 뉴에너지의 대용량 인버터 사업 부문을 인수하여

전라북도 군산 공장을 중심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 효율성

과 신뢰성을 자랑하는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인버터

01  태양광 인버터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Alamo 태양광 발전소 (600MW)

태양광 설치 실적현황

최고의 효율과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카코 뉴에너지의 통합 발전 스테이션 

IPS(Integrated Power Station)은 전체 규모 600MW 미국 San Antonio에  

친환경 그린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 태양광 발전소를 위한  
  통합 파워 스테이션

• 인버터와 MVTR을 위한  
  전기실이 필요하지 않음

• 공장에서 조립 및 테스트를  
  통해 안정성 증가

•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기 단축
• 1.1MW / 2.0MW IPS
• SKID 시스템
• 옥외 타입

MW급 IPS

Project 전경

  카코 뉴에너지
전세계 12GW 설치, 운용 / 3GW 국내 생산, 판매

San Antonio, USA   600 MW

Alange, Spain  48 MW

Neuhardenberg, Germany   145 MW 한국수자원공사  11MW

Monti di Eboly, Italy 24 MW 오창 LG화학/구미 LG전자공장  6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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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ing Inverter 제품사양

제품소개

Model blueplanet 50.0 TL3 OPGB OCIP 50.0 TL3 blueplanet 100 TL3 blueplanet 125 TL3

 

www.kaco-newenergy.com

blueplanet 100 TL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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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 Safe. Economical.

Optimised for PV modules with 
1000 V and 1500 V

Highest efficiency and overload 
capacity through silicon carbide 
technology

High power density for easy 
handling and logistics 

Special properties for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Lean commissioning and updates 
via remote services

Decentralised design or ‚Virtual 
Central‘ concept possible

String inverter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PV systems.

www.kaco-newenergy.com

blueplanet 100 TL3-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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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ntral. Safe. Economical.

Optimised for PV modules with 
1000 V and 1500 V

Highest efficiency and overload 
capacity through silicon carbide 
technology

High power density for easy 
handling and logistics 

Special properties for extreme 
environmental conditions

Lean commissioning and updates 
via remote services

Decentralised design or ‚Virtual 
Central‘ concept possible

String inverter for commercial and 
industrial PV systems.

DC 입력

최대 PV 전력 70kW 3 x 22kW 150kW 187.5kW

MPP 전압 범위 580 ~ 880V 480 ~ 800V 563 ~ 1200V 875 ~ 1300V

DC 운전 범위 580 ~ 1050V 200 ~ 1000V 563 ~ 1450V 875 ~ 1450V

최대 입력 전압 1100V 1000V 1500V 1500V

기동 개시 전압 670V 350V 645V 1000V

최대 입력 전류 90A 3 x 39A 183A 160A

MPP 트래커 수 1 3 1 1

MMP당 스트링 수 1pair 3pairs 1pair 2pairs

AC 출력

정격 출력 50kW 50kW 100kW 125kW

최대 출력 52kW 55kW 100kW 135kW

정격 주파수 60Hz 60Hz 60Hz 60Hz

정격 전류 76A 76A 152A 120.3A

출력 전압 380V 380V 380V 600V

역률(Power Factor) 0.99 0.99 1 1

역률 조정(무효전력) 진상 0.3 ~ 지상 0.3 진상 0.8 ~ 지상 0.8 진상 0.3 ~ 지상 0.3 진상 0.3 ~ 지상 0.3

회로 구성 3상 4선 3상 4선 3상 3선 3상 3선

제품데이터

최대 효율 98.1% 98.3% 98.9% 99.2%

유로 효율 97.8% 98.0% 98.5% 99.0%

대기 중 소비전력 < 2.5W < 5W < 5W < 10W

토폴로지 무변압기형 무변압기형 무변압기형 무변압기형

사용환경 데이터

보호 등급 IP65 IP65 IP66 IP66

동작 온도 범위 -20℃ ~ +60℃ -25℃ ~ +60℃ -25℃ ~ +60℃ -25℃ ~ +60℃

냉각방식 강제공랭식 강제공랭식 강제공랭식 강제공랭식

기기 소음 < 61dB < 65dB < 59.2dB < 59.2dB

외형 및 무게

크기(W x H x D) 499 x 761 x 425.6mm 630 x 1034 x 280mm 699 x 719 x 460mm 699 x 719 x 460mm

무게 71kg 62kg 78.2kg 78.2kg

인증서 및 승인

인증 및 성적서 KS / CE KS KS(진행중) KS(진행중)

1) 효율은 내부 전원공급을 제외하고 측정 * 상기 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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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al Inverter 제품사양

Model OP250 TR OD OP500(550) TL OD OP2000 TL OD

  

DC 입력

최대 PV 전력 261kW 515kW / 576kW 2060kW

MPP 전압 범위 480 ~ 830V 560 ~ 830V 560 ~ 830V

DC 운전 범위 432 ~ 1000V 504 ~ 1000V 504 ~ 1000V

최대 입력 전압 1100V 1100V 1100V

기동 개시 전압 530V 670V 670V

최대 입력 전류 604A 920A / 1013A 3680A

DC 입력 단자 수 6pairs (250A) 4pairs (400A) 16pairs (400A)

AC 출력

정격 출력 250kW 500kW / 550kW 2000kW

정격 주파수 50 / 60Hz 50 / 60Hz 50 / 60Hz

정격 전류 380A 760A / 836A 3040A

출력 전압 380V(-12% ~ +10%) 380V(-12% ~ ±10%) 380V(-12% ~ ±10%)

최대 고조파 외율(THD) < 3% < 3% < 3%

역률(Power Factor) 0.99 0.99 / 1 1

역률 조정 (무효전력 조정) 진상 0.9 ~ 지상 0.9 진상 0.9 ~ 지상 0.9 진상 0.9 ~ 지상 0.9

회로 구성 3상 4선 3상 3선 3상 3선

제품데이터

최대 효율 96.9% 98.8% / 98.7% 98.8%

유로 효율 96.0% 98.5% / 98.2% 98.5%

동작 중 소비전력 < 1100W < 1100W < 4400W

대기 중 소비전력 < 100W < 100W < 400W

토폴로지 변압기형 무변압기형 무변압기형

외부 보조전원 전압 220V(±10%) 220V(±10%) 220V(±10%)

사용환경 데이터

보호 등급 IP65 IP65, 옥외형 IP65, 옥외형

동작 온도 범위 -20℃ ~ +50℃ -20℃ ~ +60℃(> 40℃ / 35℃ derating) -20℃ ~ +60℃(> 40℃ derating)

보관 온도 범위 -20℃ ~ +70℃ -20℃ ~ +70℃ -20℃ ~ +70℃

상대 습도(동작시) 0 ~ 95%(non-condensing) 0 ~ 95%(non-condensing) 0 ~ 95%(non-condensing)

최대 동작 해발 고도 2000m 2000m 2000m

냉각방식 강제공랭식 강제공랭식 강제공랭식

기기 소음 < 70dB < 60dB < 60dB

외형 및 무게

크기(W x H x D) 1100 x 2150 x 1150mm 900 x 2150 x 1150mm 3600 x 2150 x 1150mm

무게 1500kg 980kg 3920kg

인증서 및 승인

인증 및 성적서 KS KTC / KTR KTC



06

1500V용 인버터 (모듈러 타입)

1 시스템전압 1500V용 무변압기형 옥외형 인버터

 2 간단한 통신선 연결로 쉬운 용량 증대

4 해안가 지역 설치를 위한 IP65 및 염해방지 외함 구현 (옵션)

 3 최신 3레벨 토폴로지 적용

 5 고효율 최대 99%, 유로효율 98.8%

Model OP670 TL-H-OD 
(550Vac)

OP670 TL-H-OD 
(600Vac)

OP750 TL-H OD OP785 TL-H OD OP840 TL-H OD OP860 TL-H OD

최대 입력 전압 1500Vdc

MPP 전압 범위 825 ~ 1300Vdc 890 ~ 1300Vdc 890 ~ 1300Vdc 930 ~ 1300Vdc 970 ~ 1300Vdc 1020 ~ 1300Vdc

기동 개시 전압 945Vdc 999Vdc 999Vdc 1040Vdc 1090Vdc 1120Vdc

정격 출력 670kW 670kW 750kW 785kW 840kW 860kW

출력 전압 550V 600V 600V 630V 660V 690V

최대 효율 98.8% 99% 99% 99.1%

유로 효율 98.5% 98.7% 98.8% 98.8%

보호 등급 IP65

크기(W x H x D) 900 x 2150 x 1145mm

  유연한 플랜트 구성
2MW에서 최대 3MW까지 플랜트 구성 가능
Multi MPPT 동작

  고효율 시스템
최대 99%, 유로효율 98.8%
모듈러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지 보수 시 발전 손실 최소화

  스마트 인버터
원격 역률 제어 기능 보유 (한전 DER-AVM 지원)

국내외 FRT 지원 (옵션)

DC 스트링 모니터링 기능 내장 (옵션)

  보호 기능
DC 지락 검출 기능 내장
IP65 등급 / 염해 방지 C5 적용 (옵션)

System Diagram

PV Generator OP Series Inverter MV Transformer Grid

DC
AC
Parallel Line



07

1500V용 인버터 (일체형)
시스템전압 1500V 멀티 MPPT 옥외형 센트럴 인버터

Model OP2000 TL-H OD OP2500 TL-H OD OP2700 TL-H OD OP3000 TL-H OD

MPP 전압 범위 890 ~ 1300Vdc 970 ~ 1300Vdc 890 ~ 1300Vdc 890 ~ 1300Vdc

MPP 트래커 수 3 3 4 4

기동 개시 전압 999Vdc 1090Vdc 999Vdc 999Vdc

정격 출력 2000kW 2500kW 2700kW 3000kW

출력 전압 600V 660V 600V 600V

최대 효율 99% 99% 99% 98.9%

유로 효율 98.8% 98.8% 98.8% 98.8%

보호 등급 IP65

크기(W x H x D) 2700 x 2550 x 1145mm 2700 x 2550 x 1145mm 3600 x 2550 x 1145mm 3600 x 2550 x 1145mm

System Diagram

PV Generator OP Inverter MV Transformer Grid

DC
ACMPPT 1

MPPT 2

MPPT 3

MPP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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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V / 1500V용 접속함

1 KS C 8567 인증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1000V, 1500V)

 2 글로벌 Tier 1 기자재 사용으로 최고 품질 보장

4 자사 인버터와 함께 설계, 제조 및 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 보장

 3 수상 및 염해지역 설치에 적합한 IP66 보호 등급

 5 자사 인버터와 연계하여 접속함 상태 모니터링 기능 제공

 6 1500V 접속함 CE 인증 획득

Model 1000V 접속함 1500V 접속함

OPCB-10K10BF OPCB-10K20P OPCB-15K20P OPCB-15K20BF OPCB-15K16BF

입력

정격 DC 전압 833V 1250V

최대 입력 전압 1000V 1500V

정격 입력 전류 (CH별) 20A 9.99A 9.99A 15.99A 19.99A

DC 입력 채널 수 10CH 20CH 20CH 16CH

Fuse Holder
1000Vdc 32A

LED Indicator (CE)
1500Vdc 32A

LED Indicator (CE)

스트링 보호 Fuse 10 x 38 gPV 20A 10 x 85 gPV 20A 10 x 85 gPV 30A

역류 방지 다이오드 없음

Surge Protection 
Device(SPD)

연속 동작 전압 DC 1100V
공칭 방전 전류(Imax) 20kA

연속 동작 전압 DC 1500V
공칭 방전 전류 (Imax) 10kA

출력

출력 전류 200A 199.8A 199.8A 319.8A 319.8A

DC 차단기
1000V, 250A 
(IEC 60947-2)

1500V, 250A 
(IEC 60947-2)

1500V, 400A 
(IEC 60947-2)

일반데이터

동작 온/습도 범위 -20 ℃ ~ +40 ℃ / 0 ~ 90% RH

보관 온/습도 범위 -20 ℃ ~ +40 ℃ / 0 ~ 90% RH

최대 해발 고도 2000m

냉각 방식 자연냉각 / IP68 에어벤트

보호등급 IP66

크기(W x H x D) 490 x 685 x 175mm 580 x 980 x 177mm 710 x 1123 x 250mm

재질 STS 304 / STS316L 

무게 30kg 40kg 48kg 52kg 52kg

설치 방식 벽부 설치형 / 자립형(옵션)

인증

보유 인증서 KS(진행중) KS KS / CE KS(진행중) KS(진행중)

* 상기 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해 예고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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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I파워는 ESS시스템 및 전력계통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설계, 설치 및 유지보수

전문 다수의 협력사 Pool을 통해 최적의 ESS 구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배터리 시스템 및 PCS 연계기술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하고 위험을 최소화한 신뢰성 

높은 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태양광에 특화된 통합솔루션인 ESS Cube는 안전성이 강화된 ESS 통합관리 

플랫폼을 탑재해 소용량 태양광발전소의 가치를 높여드릴 것입니다.

OCI파워 에너지저장장치(ESS) 특장점

시스템 소개

에너지저장장치(ESS)

엔지니어링

사이트분석

제품개발

유지보수

제품설치

제품시험

최적의 기술력

모든 기능의 ESS 엔지니어링 및 설계역량 보유

뛰어난 내구성

수명 20년을 고려한 설계, 팬속도 제어를 통한
팬수명 증대 및 효율성 향상

체계적인 운영기술

ESS 시스템의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Battery에 대한 분석기술 보유

가격경쟁력 확보

현장납품 전 공장 조립 및 검수를 통한 건설공기 단축,
기성품 제공을 통해 가격경쟁력 확보

02  ESS

  OCI 군산 공장 내 피크저감용 (51MWh/10MW)
OCI 전북 군산 공장의 지붕에 설치된 국내 최대 규모의 피크저감용 발전소로 2018년 완공되었습니다.

군산공장 내 ESS 배터리 전경 피크저감용 ESS 변압기 전경 LS빌드원 전경

OCI의 
높은 기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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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형 ESS PCS OS500 TL-S OD

1 콤팩트한 크기로 가격 경쟁력과 시공비 절감 효과
(PCS 및 전기설비 옥외형 설계 가능)

 2 IP65 외함으로 옥외 설계 가능, 염해 방지 C5-M High 적용 (옵션)

4 다양한 전압 범위, 다양한 배터리 전압 범위에 맞춰 대응 가능

 3 용량 확장 용이성 최대 2MW (500kWx4) 구성 및 병렬운전을 통해 
부하에 맞는 스마트한 운전 가능

 5 모듈러 방식 구현, 고장 발생 시, 대응 및 효율 운전

DC panel 분기로
PCS 고장 시에도
시스템 동작
가능하며, 출력
상황에 맞춰 효율
높은 출력 제어 가능

Central System Modular System

DC

BCP

LV panel

HV panel

BCP BCP

Rack

Rack

Rack

Rack

Rack

Rack

Rack

Rack

Rack

전력변환부AC

PCS

DC Panel

BCP

PCS

HV panel

BCP BCP

Rack

Rack

Rack

Rack

Rack

Rack

Rack

Rack

Rack

LV panel

PCS PCS PCS

BCP

Rack

Rack

Rack

추가 배터리
설치 시 DC
Panel 부분만
변경하면 됨

다양한 배터리
전압에 대응

가능하도록 설계된
PCS의 전압범위

추가 배터리
설치 시 DC 

Panel 부분만
변경하면 됨

병렬운전이 가능
(PCS 4대)하여
수배전반의 비용
상승이 발생하지

않음

Model OS500 TL-S OD
DC 입력
DC 운전 범위 950V ~ 1500V 820V ~ 1250V 630V ~ 1100V
최대 입력 전압 1500V 1500V 1500V
최대 입력 전류 543A 635A 818A
AC 출력
정격 출력 500kW 500kW 500kW
출력 전압 3*600V (-12% / +10%) 3*500V (-12% / +10%) 3*420V (-12% / +10%)
정격 전류 482A 577A 688A
정격 주파수 60Hz 60Hz 60Hz
소내전력
외부전압 전압 / 주파수 220V(±10%) / 60Hz 220V(±10%) / 60Hz 220V(±10%) / 60Hz
효율
최대 효율(방전/충전) 98.9% / 96.9% 98.9% / 96.8% 98.8% / 96.7%
일반 데이터
동작 온도 범위 -20℃ ~ +60℃ (> 40℃ derating)
소음 배출 < 60dB
보호 등급 옥외형(IP65 / 44)
외형 및 무게
크기(W x H x D) 900 x 2150 x 1150mm
무게 980kg
규격
적용 규격 KC(K62477-1:2011)
보유인증서 UL

제품 구성의 편리성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의 고비용  

숙련공의 투입은 프로젝트 비용 및 

불량률 상승의 문제가 있습니다.

미리 공장에서 제작하여 시험한  

제품이 현장에 바로 투입된다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KC62477-1 : 전력전자 변화기기 및 시스템의 안전 요구사항 – 제1부 일반

* 상기 사양은 품질향상을 위해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품질보증 정책은 오씨아이파워(주)가 제조하거나 판매한 제품 또는 상품의 유무상 
보증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품질보증 
정책은 오씨아이파워(주)가 제조 혹은 판매한 제품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해당 보증은 장치 가용성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보증모델 : 태양광발전용 Central inverter, String inverter, ESS(에너지저장장치)용 PCS, 이외의 
   오씨아이파워(주)가 제조하고 판매한 제품
- 무상수리 보증기간

제품 보증기간이라 함은 제조사 또는 제품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 하자에 대하여 무료수리를 해주겠다고  
약속한 기간을 말한다.

- 제품별 무상 수리 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적용되며, 제품 설치일은 오씨아이파워(주)가 인정하는 커미셔닝   
   (전기안전공사의 사용전검사) 문서와 제품 시리얼 번호가 명기된 계통연계에 관한 문서가 고객센터에 통보되고    
   등록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설치일을 통보하지 않을 경우 당사의 출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적용됩니다.
- 무상보증기간내에 제품을 수리 받거나 전체 제품을 교체할 경우, 보증 기간은 최초 설치 당시의 보증 기간   
   이 적용됩니다.
- 제품의 구조적 변경 또는 당사에 의해 인증 받지 않은 사람에 의해 수리가 이루어 지는 경우 그 즉시 당사의 
   무상보증은 해지됩니다.

- 부적절한 취급, 보관 및 운송 중 파손
- 제공된 사용 설명서의 설치 방법과 다르게 설치되거나 다른 시운전에 따른 고장
- 제공된 사용 설명서와 맞지 않은 잘못된 시스템 설계 및 설치에 의한 이상 동작 및 고장
- 당사의 직원 또는 당사가 지정한 서비스 회사의 직원이 아닌 고객 또는 제 3자의 고의, 과실, 제품 변경에 따른 고장
- 제공된 사용 설명서 등 문서상의 안전 규정을 지키기 않아 발생한 모든 고장
- 사용 전원의 이상 및 접속기기 (타사 액세서리 등)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이물질 및 불가항력(화재, 수해, 가스해, 지진, 낙뢰, 태풍, 과전압 등)에 의한 고장
- 데이터 시트에 정의된 사용 환경 조건 (염해, 대기상태 등)과 맞지 않아 발생하는 부식  및 고장
- SCADA 또는 기타 사이트 제어 및 측정 시스템의 잘못된 기능에 의한 이상 동작 및 고장
- 무단 액세스 및 잘못된 통신 설치 환경에 의한 (강전 케이블과 같은 관로에 통신라인 포설, 
   쉴드 케이블 미사용, 미 접지 등) 통신장애 발생
- 제조업체의 관리매뉴얼에 명기된 충분한 환기, 필터 교체 등 고객이 수행해야 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 소홀로 인한 고장
- 성능 및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년 열화(經年 劣化) 또는 통상 사용에 의한 자연적 기계 마모, 녹, 곰팡이, 변질 등
- 소모품 교환 (SPD, DC Fuse, GFD Fuse, Air filter, Fan)
- 당사의 직원 또는 당사가 지정한 서비스 회사의 직원이 아닌 사람에 의해 제품을 개조 또는 수리한 경우
- 당사 엔지니어의 입회 및 승인없이 최초 설치 장소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보증 모델 및 무상수리 보증기간

무상수리 보증기간

무상수리 예외(유상 서비스)   

구분 무상보증기간

인버터 소용량 / 대용량 인버터 5년

접속함 1000V, 1500V용 접속함

3년
ESS

ESS용 PCS

통합솔루션(ESS Cube)

모니터링(GMS) 2년

11

신속 (Speed) 정확 (Smart) 만족 (Satisfaction)

유지보수 서비스

워런티 정책

GMS 실시간 인버터 모니터링 및 국내 / 해외  
World wide 서비스 파트너 운영을 통한 신속한 대응 

철저한 점검 및 CMT 원격제어를 통한 
인버터 예방조치 강화를 통한 고장 최소화 

사용 전 검사 지원, 사용자 교육, 모니터링 제공 및
Warranty 연장 프로그램 등 운영 기간 내내 관리 지원

GMS (Global Monitoring System) CMT (Commissioning Management Tool) 모니터링 시스템 (스마트폰 포함)

신속한 장애 복구 지원을 위한 전국 거점 고객지원 센터    T  1544-9633   E  as@ocip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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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 

1544-9633
                                 1.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전에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읽고 사용해 주십시오.
                                 2. 본 카탈로그에 기재된 내용은 예고없이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입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3. 유지점검 및 보수시 안전을 위하여 임의적으로 분해하거나 수리하지 마시고 전문가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안전에 관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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