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 발전 유지보수 ・ 점검측정기

문제해결

클레임 발생 (발전량 부족 등)

LR8400-92/-93으로 적정한 발전량을 추정

LR8400-92/-93으로 스트링별
전력과 전류를 조사 ・ 특정

차폐판 등을 병용하여
고장 모듈을 특정

YES

실제 발전량이 부족한가 ?
NO

적정한 발전량을 추정하여 발전부족 문제를 해결 
태양광(PV) 추정 발전량계 LR8400-92, LR8400-93

일사량과 패널 온도로부터 추정전력을 추정. 특허 출원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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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정한 발전량(추정 전력량)을 추정
   • 기온과 일사량이 시시각각 바뀌는 환경에서 현재 가장 적정한 
        발전량을 추정
    • 실제 발전량과 비교
    • 추정 전력량은 JIS C8907:2005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량 추정방법”에 따라 산출

● 잠시도 회로를 차단하지 않고 측정이 가능
● 시계열(time series) 측정에 대응
● 단선된 스트링을 특정하거나 차폐판과 병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고장  
    모듈의 파악이 가능
● PV 모드에서도 클램프 및 온도 등 최대 7ch을 추가 입력하여 사용 
    가능 
    • PV 모드 해제 시에는 30ch의 데이터 로거로서 사용 가능

옵션
클램프 온 AC/DC 센서 CT9691-90 (AC/DC 100A)
클램프 온 AC/DC 센서 CT9692-90 (AC/DC 200A)
클램프 온 AC/DC 센서 CT9693-90 (AC/DC 2000A)
배터리팩  Z1000 
휴대용 케이스 

LR8400-92, LR8400-93의 특징

적용사례

제품구성

적정한 발전량(추정 전력량) 알아보기

실제 발전량과 적정한 발전량(추정 발전량)을 비교합니다 .

태양전지 패널

일사계

정션박스 (junction box) 파워 컨디셔너

측정항목
ch1: 전압 (차동 프로브로 측정)
ch2: 전류 (클램프 온 센서로 측정)
ch3: 일사량 (일사계로 측정)
ch4: 패널온도 (열전대로 측정)

ch1

ch2

ch3
ch4

고장 스트링을 조사•특정

측정할 스트링을 교체하여 고장라인을 확인합니다 .

태양전지 패널

정션박스 (junction box) 의 내부

입력 측 개폐기

출력 측 단자대
CT9692-90/
CT9693-90

역류방지 다이오드

차동 프로브와 클램프센서를 
사용하여 입력 측 개폐기를 측정

9322

DC    AC

PC 카드 2G 9830
PC 카드 1G 9729
PC 카드 512M 9728
PC 카드 256M 9727

PC 카드 구입 시 주의사항
반드시 당사 옵션 PC카드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당사 옵션 이외의 것을 사용하시면 정상적으로 저장 및 읽고 내보내기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작동 보증을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일사계

메모리 하이로거
LR8400-23 (PV 모델)

클램프 온 AC/DC 센서
 CT9692-90

차동 프로브 9322

마그네틱 아답터     9804-01 (빨강)
                             9804-02 (검정)

PV 추정 발전량계  LR8400-92 (200A AC/DC 센서, 그 외 하기 부속품)

・ 일사계 (EKO INSTRUMENTS 사 LR8400-92/ -93용)
・ 열전대 (20m)
・ 파워 코드 (차동 프로브 용)
・ BNC 변환 케이블 x 2
  (클램프용, 차동 프로브용)
・ 마그네틱 시트

옵션제품 세트

메모리 하이로거 
LR8400-23 (PV 모델)

클램프 온 AC/DC 센서
 CT9693-90

차동 프로브 9322

마그네틱 아답터     9804-01 (빨강)
                             9804-02 (검정)

PV 추정 발전량계  LR8400-93 (2000A AC/DC 센서, 그 외 하기 부속품)

・ 일사계 (EKO INSTRUMENTS 사 LR8400-92/ -93용)
・ 열전대 (20m)
・ 파워 코드 (차동 프로브 용)
・ BNC 변환 케이블 x 2
  (클램프용, 차동 프로브용)
・ 마그네틱 시트

옵션제품 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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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전(売電) 전력량을 알아보기
売電전력량과 買電전력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측정값은 売電전력량과 買電전력량을 각각의 디멘드그래프 (30분 간 평균 전력량)로 
표시하므로 売電상태를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파워 컨디셔너의 전원품질을 알아보기 
한 번에 모든 파라미터를 동시에 측정가능하므로 시스템의 유지보수 및 동작확인에 적합합니다 .
• 파워 컨디셔너 출력전압의 변동               • 트란젠트 오버 전압 발생의 유무 
• 계통연계에 있어 중요한 주파수 변동        • 출력에 포함된 고조파 전압/전류의 변동 
• 전력(1~3ch, 교류 만), 적산전력 등

파워 컨디셔너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기
DC/AC 전류 센서와 조합하여 사용하시면 파워 컨디셔너의 입출력 특성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습니다. 클램프형 센서를 사용하므로 연결도 간단합
니다. 관통형 센서와 조합하시면 더욱 정확한 측정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워 컨디셔너가 계통연계된 전력라인의 전력량에 대한 売電 / 買電도 
1 대로 측정 가능합니다.

태양전지 패널

컨버터

상용전력계통

부하

파워 컨디셔너
DC 측정

컨버터 / 인버터 간 측정 (3ch 사용)
전압, 전류, 전력, ± 전력량,
전압 ・ 전류 파형, 효율, 손실

파워 컨디셔너 출력 측정
(1, 2ch 사용)

전압, 전류, 전력, 역률,
주파수, ± 전력량, 효율,

손실, 전압 ・ 전류 파형, 고조파 해석,
전압 리플률, 전압 불평형률(3 전압 ・ 
3 전류 측정시), 전압 ・전류 왜곡률

● 인버터 장치의 2차 측을 직접 측정
● 최대 정확도 ± 0.16%
    (클램프에 따라 다름)

● 내부 메모리에 측정 데이터를 기록
● 자동 설정 기능으로 간단설정
● 부속 소프트웨어로 분석가능

전원품질 아날라이저
PW3198

● 시계열 기록, 이벤트 검출, 전력감시를  
    모두 동시에 1 대로 가능
● 간단 설정 기능을 탑재하여 사용이 편리

파워 컨디셔너

태양전지 패널
상용 전력계통

1 차 측
DC 측정
(ch4)

2 차 측
AC 측정

(ch1, ch2)

계통전환 시 전압파형의 예

유출

유출

유입

유입/유출 판정 예
(5차, 7차 고조파가 유입)

태양전지 패널 분전반

부하

파워 컨디셔너

잉여 전력용
전력량계

수요 전력용
전력량계

전력회사 배선으로 연결

전압변동 그래프
売電 그래프

買電 그래프
계전기의
동작체크 발전상태 체크

용도별 측정기 소개

전원품질 아날라이저
3197

파워 아날라이저
3390

DC    AC

AC 측정DC 측정

인버터

전지 패널 출력 측정
(4ch 사용)

전압, 전류, 전력, 역률,
± 전력량, 전류 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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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5/250
500/1000V

AC/DC
600V

디지털 절연저항계 IR4056-20, IR4057-20

이 한 대만 있으면 절연저항 측정이 완벽하게 가능 

막대 그래프로 충전
상태의 변동을 체크

아날로그 메그옴 하이테스터 IR401X-20, 3490

용도에 맞게 선택 - 단 ・ 3 레인지

3 극법
A종 ~ D종

0 ~ 1150 Ω

어스 하이테스터 (접지 저항계) 3151

A종에서 D종 접지저항 측정까지 지원

● JIS규격대응
● 3전극법으로 정확한 측정
● 보조 접지저항(P/C)체크로  
확실한 측정
● 간이방진・ 내충격설계

클램프 온 AC/DC 하이테스터
3288-20, 3285

한 대로 AC/DC 전류와 전압을 측정

디지털 멀티미터 DT4282

고정확도 전압 측정에

검상기
3129-10

비접촉으로 안전하게 체크

● 소형경량
● 슬림형 클램프로 
깊숙한 곳의 배선에
도 간단하게 클램프

● 대구경 타입
● 교류 ・ 직류 
2000A의 대전류 
측정이 가능

● 테스트리드 오삽
입방지 단자셔터
● 백라이트 기능 

True RMSTrue RMS True RMS

φ 55mmφ 35mm

AC/DC 2000AAC/DC 1000A AC/DC 10A

AC/DC 1000V

IV, HIV 14 to 500mm2

CV 3.5 to 500mm2

φ 40 mm
max

충실한 제품 라인업     현장측정기

IR4056-20

IR4018-20

IR4057-20

     막대 그래프

PASS (변동없음) FAIL (적색)

콤퍼레이터(비교판정)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준값과 측
정값을 비교하여 PASS(양) FAIL(부) 판정을 하여 신호
음과 화면 조명을 통해 알립니다 .

측정값이 기준값과 같거나 클 때   
짧은 경고음

측정값이 기준값보다 작을 때 
 연속 경고음

•  N o  m e t a l l i c 
exposure 
  ensures abso

● 피복전선 위에 클램프
● CAT IV 600V
● 마그네틱 부착

250 ~ 1000V
단 ・ 3 레인지

AC
600V

IR4016-20 : 500V/100MΩ
IR4017-20 : 500V/1000MΩ
IR4018-20 : 1000V/2000MΩ
3490 : 250V/100MΩ,500V/100MΩ, 
   1000V/4000MΩ

밝은 LED 조명 부착 
테스트리드 

어두운 곳에서도 밝게  
볼 수 있는 야광 화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