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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도전과 혁신“이라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2009년에 설립된 EDS㈜는 에너
지와 광통신 산업의 우수한 제품개발에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오고 있습
니다. 또한 EDS㈜는 광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부품 개발과 고효율 에너
지 저장 장치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에너지 장치산업의 우수기업으로 인정
받고 있으며 영국, 멕시코,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해외 고객들과 수출계약
을 체결하고 제품공급을 해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의 선도기업 EDS㈜는 화석연료로부터 기인되는 환경오염

을 극복하고 자연환경보호를 위하여 집중적인 연구개발투자와 노력으로
그린에너지산업의 꿈을 실현할 것입니다.
EDS㈜는 “꿈은 이루어 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최고보다 더 나은 것“ 을
목표로 전진하겠습니다.

회사 연혁
일자

회사 연혁

2009.01

EDS㈜ 설립

2010.01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0.06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ISO 9001)

2011.06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11.07

부품. 소재전문기업 지정

2012.03

PSE해외인증 취득

2013.03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취득

2015.03

한전(KEPCO)과 MOU체결

2015.09

레저파워 상표 등록

2015.09

레저파워 디자인 등록

2015.11

스피커를 내장한 휴대용 파워팩 실용신안 출원

2015.11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용 전면 패널 디자인 설계

2015.12

히든 챔피언 회사 수상

2016.11

EDS㈜ 나주사업소 및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2017.08

10kW PCS 인증서 획득

2017.09

70kW/125kW PCS 인증서 획득

2017.12

리튬 이온 배터리 팩 한전(KEPCO) 인증

2018. 05

레저파워 EU 자기 적합성 선언(Declaration of Conformity) 획득

EDS 사업 영역

EDS ESS 시스템

“All-in-one 시스템”
EDS㈜ 에너지저장장치는 All-in-one 시스템으로 최대 전력 추종 인버터, 리
튬 이온 배터리의 기능들이 한 시스템 안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ESS는 태양광 에너지를 직접 배터리 전원으로 변환하여 효율성을 높
여 줌으로써 가정용으로 적합합니다. 또한, 콤팩트한 디자인을 통하여 소
비전력을 최소화하고 작은 공간에도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DS ESS 시스템

•

고효율의 DC직접충전시스템

•

고 에너지 밀도의 콤팩트한 구조

•

손쉬운 설치 이동

ESS 구조

EDS ESS 특징
- 첨두 부하 저감 & 부하 평준화
- PV/풍력 발전의 출력 미세 조정
- 송배전 손실 최소화, 전기 기구의 수명 연장
- 도시 그리드 변화에 따른 그리드의 안전성 보장
- 시스템 배치의 최적화, 그리드 출력의 안정화, 전기품질 확보
- 유효전력의 과도 안정도 향상 및 전압 유지

제품 리스트
제품

명세서
- 20Ah, 25.6V / 10Ah, 25.6V
- BMS 내장됨
- 2,000 사이클 이상의 장 수명
- 2%이하의 작은 자기 방전
- 폭 넓은 운영 온도 (-40℃ ~ 60℃)
- 폭발이 없는 매우 안정적인 특성
- 과 충전 보호, 과 방전 보호, 과 전압, 저 전압 보호

배터리 팩

- 방수 (IP68)
- 512Wh 배터리팩 용량

- 220VAC / 60Hz 출력

- 시거 잭 12V 6A 출력

- 10년 이상의 제품 수명

- 아답터를 통한 하이브리드 충전 (2.5A Max.) & PV (6A Max.)
- USB 포트로 빠른 휴대폰 충전
- 768Wh 배터리팩 용량

- 시거 잭 12V 6A 출력

- 10년 이상의 제품 수명
- 아답터를 통한 하이브리드 충전 (2.5A Max.) & PV (6A Max.)
레져파워

- USB 포트로 빠른 휴대폰 충전
- 단상 (220 Vac ± 10%, 50/60Hz)
5kW

- 배터리 전압 (200 ~ 300Vdc), 30A max.
- 효율: › 97%
- 3 상 (380 Vac ± 10%, 50/60Hz)

10kW

- 배터리 전압 (200 ~ 300Vdc), 50A max.
- 효율: › 97%
- 3 Phase (380 Vac ± 10%, 50/60Hz)

70kW

- Battery Voltage (550 ~ 850Vdc), 130A max.
- 효율: › 97%
- 3 상 (380 Vac ± 10%, 50/60Hz)

PCS

125kW

- 배터리 전압 (550 ~ 8500Vdc), 210A max.
- 효율: › 97%

- 매력적인 제품 수명 (3,000 cycle DOD 80%)
- 폭 넓은 운영 온도 (40℃ ~ 60 ℃)
- 고 용량 (800VDC Max. 80Ah / 랙 단위)
- 셀들 사이의 균형 유지를 위한 BMS 내장 & 모니터링 기능
- 충전 정도 계산 가능
- 이중 안전 보호
- 작은 자가 방전
- RS485, CAN 통신
배터리 랙

- 높은 진동과 충격에 대한 내구성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y Pack (25.6V 10Ah)
-한전 공급 중특징
- 장수명

- 고용량

- 우수한 안전성

- 출력 전압의 안정

- 폭넓은 운전 온도 대역

- 낮은 자체 방전

- 고온 운전

- 이중 보호장치

- 방수

안전특성
- 과충전 과방전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
- 단락 시 화재 및 폭발 방지
- 과열에 의한 화재폭발방지

충방전 특성 그래프
25.6V 10Ah
Discharging curves at different rates

Capacity (Ah)

25.6V 10Ah
Charging & Discharging current (0.5C)

Capacity (Ah)

규 격
정격 전압

25.6V

정격 용량

10Ah

내부 저항

≤5㏁

제품 수명

2,000회 이상 (25℃에서 1C 충방전)

외관 사이즈

181(L) Ⅹ 76 (W) Ⅹ 167(H)

충전 모드

CC / CV

정전류

0.2C

최대 충전 전압

29.2V

최적 운영 온도

0℃ ~ 60℃

지속적인 방전 전류

1C

최대 방전 전류

2C

피크 방전 전류

3C

방전 전압

20V

방전 운영 온도

-20℃ ~ 60℃

저장 온도

0℃ ~ 40℃

자가 방전 (50% SOC에서 저장)

≤2% per month

제품 도면

Lithium Iron Phosphate Battery Pack (25.6V 20Ah)
-한전 공급 중특징
- 장수명

- 고용량

- 우수한 안전성

- 출력 전압의 안정

- 폭넓은 운전 온도 대역

- 낮은 자체 방전

- 고온 운전

- 이중 보호장치

- 방수

안전특성
- 과충전 과방전에 의한 화재 폭발 방지
- 단락 시 화재 및 폭발 방지
- 과열에 의한 화재폭발방지

충방전 특성 그래프
25.6V 20Ah
Discharging curves at different rates

25.6V 20Ah
Charging & Discharging current (0.5C)

규 격
정격 전압

25.6V

정격 용량

20Ah

내부 저항

≤5㏁

제품 수명

2,000회 이상 (25℃에서 1C 충방전)

외관 사이즈

181(L) Ⅹ 152 (W) Ⅹ 167(H)

충전 모드

CC / CV

정전류

0.2C

최대 충전 전압

29.2V

최적 운영 온도

0℃ ~ 60℃

지속적인 방전 전류

1C

최대 방전 전류

2C

피크 방전 전류

3C

방전 전압

20V

방전 운영 온도

-20℃ ~ 60℃

저장 온도

0℃ ~ 40℃

자가 방전 (50% SOC에서 저장)

≤2% per month

제품 도면

“LEISURE POWER” 휴대용
캠핑

노트북

야외활동

무선장치

낚시

휴대폰

- “레저파워”는 어댑터와 태양열 모듈을 사용하여 자가 충전 가능
-

전력이 부족하거나 정전이 발생하거나 야외 활동(캠핑 혹은 낚시 등)
장소에서 전기 기구를 사용할 때 필수적인 제품

- AC 및 DC전력을 용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에너지 저장 장치

“LEISURE POWER” 휴대용

-

리튬이온 배터리

-

2000회 이상 충방전

-

인버터를 이용 고품질 전기공급

• 정전 시 비상전원

• 가판대

이것을 아시나요?
 이것은 다음의 경우에 매우 유용합니다.

정전
캠핑
• 야외에서

낚시
야외 활동

“LEISURE POWER” 휴대용
특 징

ㆍDC 12V & AC 220V 전원 공급
ㆍ정현파 인버터

ㆍ넓은 입력 전압 범위 (24V ~ 28V)
ㆍ충전 및 배터리 전압 상태 디스플레이
ㆍ개선된 배터리 수명 (2,000회)
ㆍ다른 리튬 이온 기술보다 더 안전함.
ㆍ안전 방책
- 과충전 & 과방전
- 과전류
ㆍ옵션: 태양열 패널 (80W)
LED 램프 (AC 220V)
외 관

“LEISURE POWER” 휴대용
규 격

ITEM

CONTENTS

제품 번호

LEISURE POWER (ESLP512P)

LEISURE POWER (ESLP768B)

치수

330(L) Ⅹ166(W) Ⅹ 220(H)mm

330(L) Ⅹ166(W) Ⅹ 220(H)mm

중량

7.8kg

9.2kg

배터리 유형

LiFePO4

LiFePO4

배터리 용량

25.6V / 20Ah / 512Wh

25.6V / 30Ah / 768Wh

출력 전원

DC24V, 12V, 5V / 300W(AC)

DC12V, 5V(120W, 15W)

12V 6A Cigar Socket 1EA

12V 6A Cigar Socket 1EA

5V 3A USB Port 2EA

5V 2A USB Port 2EA

출력 터미널 /
전압

220V(60Hz) AC 1EA

입력 터미널 /
전압

DC Jack 1EA (24V 3A)

DC Jack 1EA (24V 3A)

(20 ~ 40V)

PV Charge (Aviation Plug 1ea)

PV Charge (Aviation Plug 1ea)

디스플레이

DC Voltage

DC Voltage

과방전, 과충전 보호

과방전, 과충전 보호

과전류 보호

과전류 보호

보호기능

제품 성능

AC & DC 사용 가능 범위

DC

AC

적용 제품

가능 범위

USB 터미널 미니 팬, 미니 가습기, 등

5V 15W

DC 12V 터미널 라이트, 전기 히터 등

12V 72W

시거 소켓 터미널, 휴대폰, 라이트 등

12V 72W

AC 소켓 터미널 – 220V 전기 용품

220V 300W

비고

주의 사항
- 본 장비의 가능 범위를 초과하는 지나친 부하로 제품에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어 툴, 일반 모터 등은 가능 범위 내라도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장비에 따른 소비 전력 및 사용 시간
소비 전력/시간

사용 가능 시간
Leisure Power 300W

LED 램프

5W

60시간

노트북, 팬 등

50W

6시간

전기 매트, TV 등

60W

5시간

컴퓨터 모니터

75W

4시간

냉장고

120W

2.5시간

제품

충전 시간
태양 전지 (80W) : 약 6 시간
어댑터: 3A (약 10시간), 6A (약 3시간 30분)

비고

On Gri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 70kW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은 수요가 낮을 때 전기를 저
장하고 수요가 높을 때 저장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전기 그리
드의 작동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은 주파수 조절, 수요 대응,
백업, 마이크로 그리드 및 첨두부하저감을 위한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스마트 그리드 및
재생 에너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
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시스템의 선두 주자로서 EDS㈜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장치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증
가하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
구개발에 매진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Specifications

Grid Side Connection rating

Battery Side Connection
rating

General Data

Function

Number of Phase

3Phase 4 Wire

Rated Voltage

380Vac ± 10%

Maximum Current

110A

Frequency

50 or 60Hz

Current Harmonics

<3%(@60Hz)

Power Factor

0.99

Isolation

Transformer

DC Voltage Range

550 ~ 850V

Maximum Current

130A

Maximum Efficiency

> 97%

Operating Temperature Rage

-20℃ ~ 50℃

Cooling Principle

Forced Cooling

Battery Charge Mode

CC, CV, CP

Protection

OV, UM, OC, SC, BMS

Communication

RS-232/485, CAN, TCP/IP

Standards

SGSF-04-2012-07

On Grid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 – 125kW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은 수요가 낮을 때 전기를 저장
하고 수요가 높을 때 저장된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입니
다.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고 전기 그리드의 작
동을 안정화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은 주파수 조절, 수요 대응, 백업,
마이크로 그리드 및 첨두부하저감을 위한 고급 기능을
제공합니다.
에너지 효율성과 안정성이 중요한 스마트 그리드 및 재
생 에너지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에너지 저장 장치가 증
가하고 있습니다.
전력 변환 시스템의 선두 주자로서 EDS㈜는 대용량 에
너지 저장 장치의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증가하
는 글로벌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구개발
에 매진하여 최고의 제품을 생산할 것입니다.

Specifications

Grid Side Connection rating

Battery Side Connection
rating

General Data

Function

Number of Phase

3Phase 4 Wire

Rated Voltage

380Vac ± 10%

Maximum Current

210A

Frequency

50 or 60Hz

Current Harmonics

<3%(@60Hz)

Power Factor

0.99

Isolation

Transformer

DC Voltage Range

550 ~ 850V

Maximum Current

230A

Maximum Efficiency

> 97%

Operating Temperature Rage

-20℃ ~ 50℃

Cooling Principle

Forced Cooling

Battery Charge Mode

CC, CV, CP

Protection

OV, UM, OC, SC, BMS

Communication

RS-232/485, CAN, TCP/IP

Standards

SGSF-04-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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