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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주) (이하 “Q CELLS”)에서 생산한 태양광 모
듈은 태양의 무한한 에너지를 환경 친화적인 태양광 전기로 직접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Q CELLS 태양광 모듈의 성능을 극대화하
려면 다음의 지침을 주의 깊게 읽고 모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십
시오.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품이 손상되거나 신체 부상을 당
할 수 있습니다.

이 설치 및 운용 설명서(이하 "설명서")는 결정질 태양광 모듈을 안
전하게 설치하고 운용하는 지침을 제시합니다.

 Ä 설치를 진행하기 전에 이 지침서를 주의 깊게 읽어 보십시오.
 Ä 이 지침서를 태양광 모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하십시오.
 Ä 이 설명서를 운용자가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비치해 두십시오.
 Ä 이 설명서를 태양광 모듈의 이후 소유자나 사용자에게 제공해
야 합니다.

 Ä 제조업체에서 받은 모든 보충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Ä 기타 관련 문서를 모두 살펴보십시오.
 Ä 설명서에서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궁금한 사항은 시스템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당사 웹사이트 (www.q-cells.co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 용도
이 설명서는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
서 유효합니다. 이 지침에는 Q CELLS 에서 제공하는 고품질 결정
질 태양광 모듈의 안전한 취급과 사용 및 설치, 장착, 배선, 유지보
수, 처분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호와 라벨
사용하기 편하도록 이 설명서에서 사용한 기호와 라벨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설명

 Ä  하나 이상의 단계를 포함하는 절차.

•  항목의 목록.

절차를 수행할 때 해당 절차의 결과를 확인
해야 함.

금지됨.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나 손상에 주의하십시
오. 범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험: 치명상 위험

• 주의: 중상 또는 재산 피해 위험

• 참고: 제품 손상 위험

안전 규정
특히, 모듈의 설치자와 운용자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적 요구사항
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Ä 법 또는 규정에 달리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태양광 모듈의 설치, 
운용, 유지보수 중에는 다음 조항을 항상 준수해야 합니다: 
• 본 설명서
•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조항(압력 장비, 운용 안전, 위험물, 환

경 보호에 관한 국가별 규정 등)
• 시스템 관련 규정 및 요구사항
•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요구사항. 특히,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계획수립, 설치 및 운용과 지붕 위에서의 공사에 적용되는 국
제/국가별/지역 법률 및 조항

• 직류 공사에 적용되는 유효한 국제/국가/지역 규정 및 태양
광 발전 시스템의 병렬 운영과 관련해 해당 에너지 공급업
체가 공표한 규정

• 사고 방지에 관한 국제/국가/지역 규정
전기 제품 설치 및 운용의 안전과 관련하여 관련 국가 기관(예: 독
일의 Bau-Berufsgenossenschaft(건설업에서 법적 사고 보험 및 예
방을 담당하는 독일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용 가능한 기타 조항

유자격자와 숙련자
설치자와 운용자는 설치(전력망에의 연결 포함), 유지보수 및 해체
를 국가에서 발급한 관련 전문 분야의 공인 교육 수료증을 보유한 
숙달된 유자격 전문가가 수행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기 공
사는 표준 및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조
항(독일에서는 DIN 표준, VDE 규정 등) 그리고 지역 전력망 운용
자/에너지 공급업체의 조항에 따라 공식 인증을 받은 기술자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개요

문서 개정 01
이 설명서는 Q.PEAK DUO L-G8, Q.PEAK DUO L-G8.1, Q.PEAK DUO L-G8.2, Q.PEAK DUO L-G8.3 태양광 모듈에 대한 것으로 2019년 5월 1일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유효하며, 이전의 모든 버전을 대체합니다.

보증의 부인

이 설명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문서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모듈이 제조된 시점에서 유효한 데이터시트와 고객 정보가 각 태양광 모듈의 설치, 장착, 유

지보수 절차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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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이 지침은 “2.1 기술 명세서” 에 명시된 회사 Q CELLS에서 생산한 
결정질 태양광 모듈에만 유효합니다. Q CELLS는 이 지침을 준수하
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Ä 시스템의 배선 및 용량 요구사항을 준수하십시오.
 Ä 시스템 설치자는 설치 및 설정 중 모든 필수 안전 규정을 준수
할 책임이 있습니다.

Q CELLS는 이러한 지침을 기준으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
다.  Q CELLS는 계약상 합의한 내용이나 동의한 보증에 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Q CELLS는 모듈의 기능 및 안전에 관한 그 밖의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Ä 전체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시스템 구성
요소의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전체 프로젝트에 관한 구조 분석
을 수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Ä 설명서에서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궁금한 사항은 시스템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운용자를 위한 추가 정보
 Ä 이 설명서를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보관
하십시오.

 Ä 태양광 발전 시스템에 대한 공식 요구사항에 관한 정보는 시스
템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Ä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규정 및 설치 전 허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는 해당 지역 당국 및 에너지 공급업체에 문의하십시오. 경제적 
이득을 얻으려면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적용 가능한 그 밖의 문서
이 설명서 외에 관련 기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 유형

제품 데이터시트

포장과 운송 정보

태양광 모듈을 오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하면 제한 보증이 무효
가 되고, 안전 위험이 발생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
다. 부적절한 설치/구성, 부적절한 유지보수, 의도치 않은 사용, 허
가되지 않은 변경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Fig. 1: Q.PEAK DUO L-G8, Q.PEAK DUO L-G8.3의  외형 크
기(mm) 및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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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www.q-cells.com에 제공된 모듈의 데이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제품 라인 Q.PEAK DUO L-G8 Q.PEAK DUO L-G8.1 Q.PEAK DUO L-G8.2 Q.PEAK DUO L-G8.3

유형 Q.ANTUM DUO Q.ANTUM DUO Q.ANTUM DUO Q.ANTUM DUO

길이 2080 mm 2080 mm 2080 mm 2080 mm

너비 1030 mm 1030 mm 1030 mm 1030 mm

프레임 높이 35 mm 35 mm 35 mm 35 mm

면적 2.14 m² 2.14 m² 2.14 m² 2.14 m²

무게 24.5 kg 25.0 kg 25.0 kg 24.5 kg

최대 계통 전압 VSYS 1000 V (IEC) / 
1000 V (UL)

1000 V (IEC) / 
1000 V (UL)

1500 V (IEC) / 
1500 V (UL)

1500 V (IEC) / 
1500 V (UL)

최대 역전류 20 A 20 A 20 A 20 A

허용 온도 범위 –40 °C to +85 °C (–40 °F bis +185 °F)

접속함 보호 등급 ≥ IP67 이상(바이패스 다이오드 포함)

커넥터 보호 등급 IP67 또는 IP68

방화 등급 C / Type 2 C / Type 2 C / Type 1 C / Type 1

최대 시험 하중
푸시/풀1

5,400 Pa / 2,400 Pa 5,400 Pa / 2,400 Pa 5,400 Pa / 2,400 Pa 5,400 Pa / 2,400 Pa

최대 설계 하중  푸시/풀1 3,600 Pa / 1,600 Pa 3,600 Pa / 1,600 Pa 3,600 Pa / 1,600 Pa 3,600 Pa / 1,600 Pa

미드레일 아니요 예 예 아니요

인증 CE 규격; IEC 61215:2016; IEC 61730:2016; 적용 등급 II; UL 1703

1  장착 옵션(“2.3 장착 옵션” 참조)별 IEC 61215:2016에 따른 시험 및 설계 하중

1 개요 2 계획수립
2.1 기술  명세서

Fig. 2: Q.PEAK DUO L-G8.1, Q.PEAK DUO L-G8.2의  외형 크
기(mm) 및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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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장소
설치 장소에 적용되는 다음의 가이드라인에 유의하십시오:

• 모듈은 IEC 61215에 따라 테스트되었습니다.
• 태양광 모듈은 방폭이 아니며, 폭발성 환경에 사용하기 적합

하지 않습니다.
 Ä 고인화성 가스 및 증기(예: 가스 탱크, 주유소) 근처에서 태양광 
모듈을 운용하지 마십시오.

 Ä 밀폐된 공간에 모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Ä 모듈이 물 속에 있거나 일부가 물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범람원).

 Ä 통상적인 지붕재의 대용물로 모듈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Ä 공기조화 시스템의 바로 근처에 모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Ä 해발 고도 4,000 m (13,120 ft) 이상에 모듈을 설치하지 마십
시오.

 Ä 공기중 염분 함량이 높은 장소(예: 바닷가 근처)에서는 특별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접지” 및 “유지보수와 청소” 참조).

 Ä 패널의 일부에 화학 물질(예: 오일, 용제 등)이 닿지 않도록 하
십시오. 설치, 운용, 유지보수 중에는 Q CELLS에서 배포한 물
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Ä 수면에 모듈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띄워서 설치하거나 파일로 
지지한 플랫폼에 설치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Q CELLS
는 시스템 설계 및 위치에 관한 사례별 평가를 토대로 이러한 
설치의 보증 범위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보증인
의 사전 서명 동의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모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작동 온도: -40°C ~ +85°C(-40°F ~ +185°F)
• 풀 하중 최대 2,400 Pa 및 푸시 하중 최대 5,400 Pa (IEC 61215

에 따른 시험 하중, “장착 옵션” 장 참조)
• 태양광 모듈용 장착 구조물을 사용하여 설치

음영 효과 방지
태양 복사조도를 최적으로 유지해야 최대 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Ä 따라서 모듈이 태양을 향하도록 설치하십시오.
 Ä 건물, 굴뚝, 나무 등과 같은 물체로 인한 음영을 방지하십시오
 Ä 가공선로, 먼지, 눈 등으로 인한 부분 음영을 방지하십시오.

장착 구조물 요구사항
관련 법률 및 조항뿐 아니라 다음을 준수하는 장착 구조물에 모듈
을 설치하여 운용해야 합니다:

• 필요한 구조 설계 요건에 맞습니다.
• 지역 설하중 및 풍하중을 준수합니다.

• 지면, 지붕, 파사드에 올바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모듈에 작용하는 힘이 장착 하부 구조물에 전달됩니다.
• 모듈의 배면 환기가 충분합니다.
• 접촉면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금속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 온도 변동에 따른 응력 없는 팽창과 수축이 가능합니다
 Ä 풍하중과 설하중 외의 힘이 장착 시스템을 통해 모듈에 가해지
지 않도록 합니다. 부유식 장착 시스템의 비틀림, 변위 또는 진
동으로 인해 장착 위치에서 별도의 힘과 토크 모멘트가 발생하
지 않아야 합니다.

 Ä 클램프와 장착용 프레임이 규격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클램프 시스템 요구사항
다음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일반적인 클램프를 사용하십시오:

• 클램프 너비: ≥38 mm
• 35 mm 프레임 높이에 맞는 클램프 높이
• 클램프 깊이: 5~12 mm(“2.3 장착 옵션” 섹션의 모든 CL 및 

TC 클램핑 장착 옵션에 적용 가능)
• 클램프가 전면 유리와 접촉하지 않음
• 클램프가 프레임을 변형시키지 않음
• 설치 장소의 구조 설계 요건을 충족하는 클램프
• 장착 프레임에 모듈을 단단히 고정하는 장기간 안정적인 클램프

모듈 방향 요구사항
• 수직 설치 또는 수평 설치가 허용됩니다
 Ä 빗물이나 녹은 눈이 잘 흘러 내려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합니다.

 Ä 프레임에 있는 배수공이 막히지 않도록 하십시오.  밀봉해서는 
안됩니다.

75°

3°

 Ä 허용 가능한 경사각을 유지합니다.
• 최소 경사각: 3°
• 75° 가 넘는 경사각은 지역 규정의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Ä ≥ 20° 이상: 자가 청소 효과 
 Ä 5° 미만의 설치각 지침을 따릅니다(“접지”, 19페
이지). 

Fig. 3: 결정질 Q CELLS 모듈의 설치 옵션. 모든 크기의 단위는 mm입니다. 9페이지에 명시된 최대 시험 하중과 클램핑 
범위도  준수하십시오.예시된 설치 옵션은 수평 및 수직 모듈 방향 모두에 적용됩니다. 

 모듈 클램프 하부구조물 장착 단면

설치 유형 모듈 포인트 장착 시스템 선형 장착 시스템 

클램프로 설치 Q.PEAK DUO L-G8.X

하이브리드 클램핑 Q.PEAK DUO L-G8.X

장착지점에 설치 Q.PEAK DUO L-G8.X

1 계획수립
1.2 요구사항

2 계획수립
2.3 장착 옵션

100 - 250

CL5

250 - 500

EN

0 - 300

CL2a

EN 0 - 300

CL2b

EN

FB1

4 × mounting 
slots

386

EN

CL1

0 – 250
250 – 500

CL3

250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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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모듈 유형 장착 옵션 클램프 위치* [MM] 푸시/풀 시험 하중 ** [PA] 푸시/풀 설계 하중** [PA] 안전 계수

Q.PEAK DUO L-G8.X CL1 250 - 500
5400 / 2400 3600 / 1600

1.5

FB1 386

CL3 250 - 500 3600 / 2400 2400 / 1600

IP1 - 3600 / 2400 2400 / 1600

CL1 0 - 250 2400 / 2400 1600 /1600

CL5
짧은 쪽: 100 - 250
긴 쪽: 250 - 500

3600 / 2400 2400 / 1600

Q.PEAK DUO L-G8.1
Q.PEAK DUO L-G8.2 TB1 840 트래커 홀 2400 / 2400 1600 /1600

TC1 830 - 890 2400 / 2400 1600 /1600

 Ä 아래의 장착 옵션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모듈 유형 장착 옵션 클램프 위치* [MM] 푸시/풀 시험 하중 ** [PA] 푸시/풀 설계 하중** [PA] 안전 계수

Q.PEAK DUO L-G8.X CL2a (레일 있음) 0 - 300**** 2400 / 1600 1600 / 1067

1.5CL2b (레일 없음) 0 - 300 1800 / 1600 1200 / 1067

IP2 - 1800 / 1600 1200 / 1067

* 

** 

***  

****

모듈의 바깥쪽 가장자리와 클램프 중앙 사이의 거리(7페이지 “2.3 장착 옵션” 표 참조) 

IEC 61215-2:2016 및 UL 1703에 따른 하중. 

IEC 61215-2:2016 및 UL 1703에 따른 시험 절차. 장착 옵션이 표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레일이 접속함 아래에 있으면 안 됩니다.

주의
 Ä 표에 나온 하중은 태양광 모듈의 기계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클램프를 포함해 장착 시스템의 기계적 안정성을 시스템 공급
업체가 평가해야 합니다. Q CELLS에서 열거한 시험 하중값은 클램프 너비 = 40 mm와 클램프 깊이 = 10mm의 클램프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시스템 설치자는 위치별 하중 요구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Ä 하부구조물은 하중을 받더라도 접속함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클램프, 삽입 단면 등은 하중을 받더라도 유리에 닿지 않아야 합니다.
 Ä 접속함의 연결 케이블이 적층판과 장착 레일 사이를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Ä IP1 IP2, CL2b 및 CL5용 모듈의 뒷면에서 최소 지지 깊이는 20 mm가 되어야 하고, IP1 및 IP2용 모듈의 앞면에서 최소 지지 깊이
는 10mm가 되어야 합니다.

 Ä 레일이 있는 CL1, CL2a 및 CL3: 모듈 프레임이 하부구조물의 레일에 직접 고정되도록 합니다(모듈과 하부구조물 사이에 스페이
서를 사용할 수 없음).

 Ä 모듈은 하중을 받으면 휘어집니다. 따라서 모듈 뒷면 근처에 뾰족한 물체(예: 나사)를 장착하면 안 됩니다.
 Ä FB1와 FB2 장착에는 M8 방식 나사와 와셔(지름 15.8 mm 초과)를 사용하십시오.
 Ä TB1 장착에는 M6 방식 나사와 와셔(지름 13.2 mm 초과)를 사용하십시오. .

2 계획수립
2.5 장착 옵션

설치 유형 모듈 포인트 장착 시스템 선형 장착 시스템

프로필 삽입으로 
설치

Q.PEAK DUO L-G8.X 허용되지 않음

장착 지점에 트래
커  설치

Q.PEAK DUO L-G8.X

클램프를 이용한  트
래커 설치

Q.PEAK DUO L-G8.X

IP1 IP2

2 계획수립
2.4 장착 옵션

TB1

840

EN

TC1

830 - 890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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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선택
상세한 주요 전기 데이터에 대해서는 관련 모듈에 대한 실제 데이
터시트를 참조하십시오 (www.q-cells.com에서 이용 가능). 

 Ä 에너지 수율을 극대화하려면 직렬로 연결된 모든 모듈에서 규정 
전류(lMPP)의 부정합이 5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 계수
정상 작동 중에 모듈은 표준화된 시험 조건에서 결정된 것보다 더 
큰 전류 또는 더 높은 전압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의 경
우에는 1.25의 안전 계수를 사용하십시오:
• 구성요소의 전압 측정값(VOC) 계산
• 도체의 전류 측정값(lSC) 계산
• 태양광 모듈의 콘센트에 연결된 제어 시스템의 크기 결정 
 Ä 전기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유효한 국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
십시오.

직렬 연결
모듈의 직렬 연결은 설치할 모든 모듈의 데이터시트에 명시된 최대 
계통 전압까지만 허용됩니다.

 Ä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작동 환경과 기술 규
정을 고려하십시오. 모든 필수 안전 여유도를 포함해 최대 계통 
전압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Ä 스트링의 최대 모듈 수를 결정할 때는 인버터의 전압 한계를 
고려합니다.  

병렬 연결
(모듈 결함, 접지 누설 또는 절연 불량에 의해 발생하는) 역전류로 
인해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데이터 시트에 명시된 최대 역전류 부하 용량을 준수했는지 확
인하십시오. 

역전류의 발생을 막으려면 다음과 같은 안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한된 수의 스트링을 병렬 연결한 배치 :
추가적인 전류 차단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단일 인버터 또는 
MPP 트래커에서는 최대 2개의 모듈 스트링을 병렬로 작동시킬 수 
있습니다.

2) 스트링 퓨즈를 사용한 배치 :
각 모듈 스트링의 플러스 및 마이너스 단자에 퓨즈를 연결하십시
오. IEC 60269-6에 따른 gPV-퓨즈를 사용하십시오. 각 스트링 퓨
즈 제조업체가 제공한 규격서와 기술 지침서에 명시된 최대 허용 
스트링 개수를 준수하십시오.

주의!
다른 제품 버전을 설치할 때는 최소 허용 역전류 부하 용량
이  적용됩니다.  

인버터
변압기가 있거나 없는 인버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계획수립
2.6 전기적 레이아웃

3 설치
3.1 안전 및 운반

 Ä 모듈은 설치할 때까지 원래 포장에 넣어두십시
오. 
 Ä 모듈은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십
시오.  포장은 비바람에 잘 견디는 재질이 아닙니
다.

 Ä 포장이 손상되었는지 검사하십시오.
 Ä 포장 손상에 대해서는 운송 회사에 문의하여  지시
사항을 따르십시오.
 Ä 포장 지침을 따르십시오.

 Ä 모든 작업자가 재해 예방 및 안전 규정을 숙지하
고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Ä 작업 중에는 깨끗한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
GB

§
I

§
D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손상된 모듈을 설치하지 마십시오.
 Ä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협력업체에 알리십시오.

경고! 화재 위험!

 Ä 모듈을 실내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Ä 모듈을 움직이는 물체에 설치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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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모듈을 층층이 쌓지 마십시오.

참고!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인화성 가스/증기 근처에 모듈을 설치하지  마십
시오.
 Ä 공기조화 시스템 근처에 모듈을 설치하지 마십시
오.

참고!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모듈을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참고!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Q CELLS의 서면 확인을 받은 모듈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confirmation
letter

참고!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연결 케이블이나 접속함을 부착한 상태로 모듈을 
 들거나 옮기지 마십시오.
 Ä 그림과 같이 모듈을 똑바로 세워 가로로  옮기십
시오.

참고!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모듈을 밟지 마십시오.
 Ä 어떤 물체든 모듈에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Ä 모듈에 기계적 응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3 설치
3.1 안전 및 운반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설치 구역의 출입을 통제하십시오.
 Ä 어린이와 허가받지 않는 개인이 태양광 발전 시스
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설치 중 항상 모듈과 공구가 습기나 비에 노출되
지  않도록 하십시오.

경고! 모듈이 떨어져 부상을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Ä 설치 중에는 모듈을 고정하십시오. 
 Ä 바람이 많이 불거나 습한 날씨에는 모듈을 설치하
지  마십시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마른 상태의 절연 처리된 공구만 사용하십시
오. 

 Ä 혼자 설치하지 마십시오.

• 손상되지 않은 모듈과 구성요소만 설치하십시
오.
 Ä 모듈을 변경하지 마십시오
 Ä (예를 들어, 별도의 구멍을 뚫지 마십시오).

3 설치
3.2 설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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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션 1:
 Ä 지정된 클램핑 범위에 클램프 4개로 모듈을  고
정합니다.  7페이지의 그림 3을 참조하십시오
 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클램프를 조이십시오.

 Ä 모듈 간 간격은 짧은 면에서는 10mm 이상,  긴 면
에서는 5mm를 유지하십시오.

10 mm

5 mm

EU

주의!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모듈에 기계적 장력을 가하지 마십시오 (최대 비틀
림: 10mm/m).

옵션 2:
 Ä 4개 장착 지점에 모듈을 설치합니다.  7페이지의 
그림 3을 참조하십시오.
 Ä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나사를 조이십시오.

옵션 3:
 Ä 장착 단면을 사용해 모듈을 설치합니다.  7페이지
의 그림 3을 참조하십시오.

3 설치
3.3 모듈 설치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W직류가 흐르는 전기 회로의 연결을 끊을 때 아크 방전이 발생하
여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Ä 부하가 걸려 있을 때는 케이블을 분리하지 마십시오.

 Ä 단부가 노출된 케이블을 연결하지 마십시오.

 Ä 전기 공사는 자격 있는 숙련된 작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3페이
지 참조).

태양광 모듈은 낮은 조도에서도 전류와 전압을 발생시킵니다. 폐회
로를 분리할 때 스파크와 아크 방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모듈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위험이 커집니다.

 Ä 태양 복사조도가 낮을 때에도 전체 개회로 전압은 활성 상태라
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Ä 전기 장치와 시스템의 설치에 관한 유효한 국가 규정과 안전 가
이드라인을 준수하십시오.

 Ä 필요한 모든 안전 예방조치를 수행하십시오. 모듈 전압 또는 상
전압이 120 V를 넘으면 안전 초저전압 범위가 초과됩니다.

 Ä 인버터 및 배선 작업은 특히 주의해서 수행하십시오 .
 Ä 분리하기 전에 인버터에서 모듈의 연결을 끊었는지 확인하십
시오.

 Ä 인버터 전원을 끈 후 인버터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시간 간격
을 지키십시오.

 Ä 플러그를 실수로 연결할 수 없게 하십시오.
 Ä 접점을 작업하기 전에 접점이 안전 초저전압인지 확인하십시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접속함을 열지 마십시오.
 Ä 바이패스 다이오드를 제거하지 마십시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충전된 접점을 맨 손으로 만지지 마십시오.
 Ä 설치할 때까지 커넥터에 적당한 보호 캡을 씌워 
 두십시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노출된 케이블 단부를 절연 처리하십시오.
 Ä 케이블은 플러그로만 연결하십시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전기 작업 시에는 마른 상태의 절연 처리된  공구
만을 사용하십시오.

4 전기 연결
4.1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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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인버터의 전원을 끄고 다른 작업을 시작하기 전
에  인버터 제조업체에서 지정한 시간 간격을  지
키십시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부하가 걸려 있을 때는 케이블을 연결하거나  분리
하지 마십시오. 모듈에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합
니다.

1. 인버터를 끕니다.

OFF
EN

4 전기 연결
4.2 전기 설비 안전

2. DC 회로 차단기를 끕니다.
3. DC 스트링에서 셧다운을 측정합니다
 (DC 전류 흐름 없음).
4. 제조업체가 공인한 적절한 공구를 사용해 플러그

를  분리합니다.
5. 모듈을 연결할 때는 역순으로 진행합니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전기 공사는 자격 있는 숙련된 작업자만 할 수  있
습니다(3페이지 참조).
 Ä 극성이 올바른지 확인하십시오.

 Ä 접속함 콘센트에 연결할 때는 태양광 케이블을  사
용하십시오. 
 Ä 동일한 인버터 호환 플러그를 사용하십시오.
 Ä 현장 연결에는 최소 90°C로 절연 처리된  최소  
4 mm2 구리선을 사용하십시오.

주의!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케이블이 기계적 응력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굽
힘 반경 60 mm 이상 준수).
 Ä 케이블이 모듈과 장착 레일 또는 구조물 사이를 
 지나지 않게 하십시오(끼임 위험).

 Ä 동일한 스트링에서 모듈을 서로 다른 방향이나  기
울기 각도로 연결하지 마십시오.

 Ä 플러그를 단단히 연결하십시오.  플러그에서 딸깍 
소리가 나야 합니다.

EN

click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모든 전기 구성요소가 올바르고 물기가 없고  안전
한 상태인지 확인하십시오.

SOLAR

4 전기 연결
4.3 모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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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Ä 해당하는 표준에 따라 필요한 안전 및 기능 시험
을  모두 수행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주의!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플러그 연결부가 물이 흐르는 표면에서 확실히  떨
어져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Ä 해당하는 현지 규정에 따라 시스템을 기존 피뢰 
 시스템에 통합하십시오.

경고! 화재 위험!

 Ä 집광기(예: 거울, 렌즈)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Ä 케이블이 노출되거나 매달려 있지 않게 하고 먼
지,  습기, 기계적 마찰에 노출되지 않도록 케이블
을  보호하십시오.

4 전기 연결
4.4 설치 후

 Ä 드라이클리닝을 하지 말고, 회전하는 브러시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Ä 충분한 양의 물로만 모듈을 수동으로 세척해야  합
니다.

보호 접지
 Ä 현지 법적 규정에 따라 모듈을 접지해야 합니다.

기능 접지
• 열대 지역(북위 23.5°와 남위 23.5° 사이)에서 모듈을 5° 미만 

기울기로 설치하는 경우 DC 측의 음극 발전기 연결부에서 기
능 접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작동 모드의 각 스트링에서 음극 발전기 연결부와 현지 대지 
전위(예: 하부구조물, 인버터의 PE) 간 전위차가 양 또는 0 V인
지 확인하십시오.
 Ä 인버터 제조업체의 지침과 지역의 법적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Ä 사용 허가를 받은 접지 키트가 포함된 인버터만 사용하십시오.
 Ä 공기 중 염분 함량이 높은 설치 장소(예: 바닷가)에서도 기능 접
지를 구현해야 합니다.

위험!  
감전에 의한 치명상을 입을 위험이 있습니다!

 Ä 유리 균열, 케이블 손상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마
십시오.

 Ä 설치업체 또는 Q CELLS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
오.

 Ä 모듈을 직접 분리하지 마십시오.
 Ä 설치업체 또는 Q CELLS 고객 서비스 부서에 문의하십시오.
 Ä 지역 처분 규정에 따라 모듈을 처분하십시오.

5 접지 6 고장과 결함

7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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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CELLS 태양광 모듈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 작업과 비용
이 적게 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먼지와 때는 대개 빗물에 씻
겨 내려갑니다. 모듈의 일부나 전체가 먼지나 이물질(예: 식물, 새 
배설물)로 덮인 경우 성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청소를 해야 합니다.

유지보수
 Ä 인증된 담당자가 PV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합니다
 Ä 검사의 시간 간격과 범위는 현지 상황(예: 염분, 공기 중 암모니아 
함량, 높은 습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객/운영자는 
필요한 검사의 시간 간격과 범위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Ä 특히 이례적인 사건(예: 폭풍, 우박, 높은 설하중 등)이 발생한 
후에는 검사를 해야 합니다.

 Ä 검사 시에는 구성요소의 고정 상태, 손상 유무, 청결 상태를 확
인해야 합니다

청소

경고!  
모듈이 뜨겁고 충전되어 있어 부상을 당할 위험
이  있습니다!

 Ä 식은 모듈만 청소하십시오.
 Ä 전기가 흐르는 부품을 들거나 착용하지 마십시오.

경고!  
안전하지 않은 곳에 접근하면 추락할 위험이 있
습니다! 

 Ä 설치 영역에 혼자 또는 적절한 안전 예방조치를 하지 않고 접
근하지 마십시오.

 Ä 업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십시오.

주의!  
모듈 표면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고(예: 아주 부드러운 빗자루 사용) 조심
스럽게 눈과 얼음을 제거하십시오.

 Ä 때를 긁어서 제거하지 마십시오.
 Ä 때(먼지, 나뭇잎 등)를 미지근한 물로 씻어 내거나 알코올 함유 
유리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마모성 세제나 계면활성제를 사
용하지 마십시오. 

 Ä 굳어 있는 때는 부드러운 셀룰로오스 천(키친타월)이나 스폰지
를 사용해 조심스럽게 닦아내십시오. 마이크로 플리스 양모나 
면직물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생긴지 한 시간 내의 굳은 때나 얼룩을 제거하기 위해 이소프로필 
알코올(IPA)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Ä IPA 제조업체에서 제공한 안전 지침을 준수하십시오. 
 Ä IPA가 모듈과 프레임 사이나 모듈 가장자리로 흘러 들어가지 
않게 하십시오.

주의! 모듈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모듈을  물
로 청소하지 마십시오.

0°

8 유지보수 및 청소

 Ä F부분구조물에 오물이나 쓰레기(낙엽, 새 둥지 등)
가  없도록 하십시오.

 Ä 미지근한 물이나 알코올 함유 유리 세정제,  빗자루 
또는 부드러운 천으로 먼지를 제거하십시오.
 Ä 계면활성제, 회전하는 브러시, 스크레이퍼,  고압수 
세정장치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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