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력 및 자동화 기술 선도기업인 ABB는 2016년 4월 

6일부터 8일까지 열린 대구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

에서 50kW 벽걸이형 무변압기 3상 인버터를 국내 최

초로 선보였다. 신규 출시된 50kW 솔라 인버터는 대

용량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ABB코리아는 저압으로 연계 가능한 500kW 미만의 

발전소에 대해 20kW, 27.6kW, 33kW 벽걸이형 인버터

를 주력 제품으로 국내 시장에 공급 중이며, 금번 50kW 

벽걸이형 인버터 출시를 통해 저압 드라이브 관련 포트

폴리오를 강화한다. 50kW 벽걸이형 인버터는 높은 효

율성 및 신뢰성을 갖고 있으며, IP65를 적용하여 기후 

변화가 많은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다. 

이외에도 500kW 이상의 발전소에 적용 가능한 솔라 

인버터로는 500kW, 630kW, 875kW 1000kW의 제품

을 공급하고 있다. ABB는 200GW 이상의 방대한 실적 

경험과 40년 이상 축적된 산업용 드라이브 기술을 바

탕으로 솔라 인버터를 전 세계에 걸쳐 공급해왔다. 현

재 국내 다양한 현장에 설치된 대용량 인버터들도 뛰어

난 전력변환 효율과 안정성을 입증받고 있다. 

옥외형 인버터를 선호하는 국내 발전사업주들을 위

한 ULTRA1500(1500kW) 모델 옥외형 인버터가  2016

년 1분기부터 판매 중이다. 3MW 단위의 대용량 발전

소에 3권선 변압기 및 수배전반 설비에 최적화된 설계

가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발전효율뿐 아니라 비용 절

- 50kW 벽걸이형 무변압기 3상 인버터 신규 출시 

ABB, 스트링 인버터 제품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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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에도 큰 효과를 가져온다.

TRIO-50은 DC 퓨즈, DC/AC 개폐스위치, SPD가 

포함된 접속반 일체형 인버터로써 뛰어난 에너지 변환 

효율로 비용절감 효과를 갖췄다. 뿐만 아니라 접속반과 

쿨링팬을 손쉽게 분리할 수 있어 설치와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지붕 위나 지반에 모두 적용될 수 있도록 수

직, 수평 설치가 가능하며, 방수 및 방진을 위한 IP65 

인증을 받은 외함을 적용했다. 

분산 전원 용량의 증가에 따라, 전력계통 용량 부족 

및 전력품질 안정성(계통 말단 전압 상승) 등이 부각되

고 있어, 역률제어 기능을 가진 드라이브의 니즈가 높

아지고 있다. ABB 인버터는 지상 0.9, 진상 0.9 역률 

제어가 가능한 드라이브이며, 이에 대한 국제인증을 취

득하였다. 

ABB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비전을 두고, 

이를 실천하고자 비즈니스에서는 물론 다양한 지속 가

능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 세계에 설치된 ABB 드라이

브를 통해 2015년 약 490TWh 가량의 에너지 절감 효

과를 가져왔다. 특히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관련 비즈니스를  확장 중이다. ABB 전체 

매출에서 에너지 효율 및 신재생 에너지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과 2015년 연속하여 50%를 

기록하고 있다.  

ABB는 2015년 태양 에너지로만 세계일주비행에 도

전하는 솔라임펄스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솔라임

펄스는 올해 4월 중 세계일주 도전을 재개하며, 세계일

주 도전을 계속할 예정이다. 금번 그린에너지엑스포 기

간 중 ABB 부스에서는 솔라임펄스 비행 시뮬레이션 

게임이 설치되어 참관객 누구나 참여가 가능했다. 

그린에너지엑스포 기간 중 신규 런칭한 솔라 인버터 

모델 외에도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다양

한 저압제품 포트폴리오를 전시했다.  

ABB에 대하여

ABB(www.abb.com)는 전력 및 자동화 기술 선도기업으로서, 유틸리티, 산업, 운송 

및 인프라 관련 고객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반면,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일조

하고 있다. ABB그룹은 전 세계 100여개 국에서 약 135,0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국내 현지 법인인 ABB코리아는 서울에 본사가 위치해 있으며, 천안공장에서 변압

기, 배전반, 인버터, 산업용 로봇, 제어시스템을 제조/엔지니어링하고 있으며,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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