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AR MODULE

54셀 P타입 주택전용, 고효율 단결정 (LG250S9W-M3)
효율 16.89%, 국내 유일 250W 단결정 모듈
제품 규격

심플한 사이즈로 좁은 공간에 최적화된 모듈입니다.
가벼운 무게로 설치/운송/ 유지보수가 용이하며, 내구성 또한 우수합니다.
특히, 250W로 3kW 설치 시, 자유로운 Array 구성(직/병렬설계) 이 가능하여,
2병렬 시 일반 삼종 접지를 사용할 수 있는 주택 전용 모듈입니다.

시공 및 유지보수의 편리성
16.9%의 단결정 모듈, 기존보다 160mm 더 작아진 1480mm x 1000mm 크기로
고객에겐 공간활용도를 높이고 시공시에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용이한 설치로 사용 가능 공간 증가
15.2kg의 가벼운 무게로 운반/설치/유지보수가 용이한 관리
250W로 손쉬운 직/병렬 설계로 자유로운 Array 구성과 2병렬 시, 일반 삼종 접지가능

전기적 특성(STC * )

셀 개수

6x9

셀 공급

LG전자

셀 타입

LG250S9W-M3

공칭 최대 출력(W)

250

단결정 / P타입

공칭 최대출력 동작전압(V)

27.8

3

공칭 최대출력 동작 전류(A)

9.00

1480 x 1000 x 35 mm

공칭 개방전압(V)

34.7

최대 설하중(Pa)

5400

공칭 단락전류(A)

9.48

최대 풍하중(Pa)

2400

모듈 효율(%)

16.89

버스바 개수
모듈 치수

모듈 무게(kg)

15.2 ± 0.5 kg

Maximum series fuse rating

Connector 형식

PV-JM601

작동 온도 범위(℃)

-40 ~ +90

IP67 with 3 bypass diodes

최대 시스템 전압(V)

1000 (IEC, UL)

2 x 1000mm

Power tolerance

0 ~ +3

Junction box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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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mm)

온도계수
최대출력 온도계수(Pmpp)

-0.41 %/℃

개방전압 온도계수(Voc)

-0.29 %/℃

단락전류 온도계수(Ise)

0.04 %/℃

NOCT

45.0 ± 2 ℃

주택용 고효율 단결정 250W

공간면적 10% 감소 (가정용 3kW 설치기준)

구분

인증 및 제품 보증
인증

KS, ISO 9001, IEC, UL

제품 보증

10년

출력 보증

0~12년 90%, 13년~25년 80%

※ STC (Standard Test Condition) : irradiance 1000 W/㎡, module temperature 25℃, AM 1.5
※ The nameplate power output is measured and determined by LG Electronics at its sole and
absolute discretion
※ PID: 고전압에 의한 출력저하(potential induced degradation)
- VDE, TUV Rheinland 인증기관 PID Test결과 5%이내 통과.

기타 사항
PID

Near Zero PID

※ 250W 60셀 모듈 대비 54셀 모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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