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New Standard for Electric Vehicle Inverter Test

High Performance  |  Robust & Reliability  |  Cost-effective  |  Compact Size

Active Load Emulator

쉽고!

빠르고!

안전한!

EV인버터 시험



Compare with Dynamo Test System

Features & Benefits

전기차 구동 환경과 동일하게 배터리와 모터를 에뮬레이션하여 

기존의 다이나모 시험의 시간 / 공간 제약을 개선한, 인버터 성능 평가 장치입니다.

 모터 에뮬레이션

 - 95% 이상의 모터 에뮬레이션 정확도

 - 토크 / Rpm 변동에 따른 빠른 응답성

 - 레졸버 및 엔코더 대응

 - 시스템 보호 기능 (빠른 고장진단)

 - 다상 (3, 6, 12상) 모터 구현 가능
  : G2.0 전용 기능 

 배터리 전압 에뮬레이션

 - 평가용 인버터 전압 공급

 - 최대 1,000 Vdc 공급 (G2.0)

 투자비 및 운영비 절감

 - Compact Design (공간 활용성 향상)

 - 다이나모 대비 투자비, 구성요소 최소화

 - 높은 전력 회수율

 병렬 확장 가능

 - 대용량 인버터 대응 (~1.2 MW)

다이나모

AC 전원AC 전원

평가용 인버터

ALE
(배터리 / 모터 Emulator)

배터리 전원

다이나모 인버터

모터 / 기어

컨트롤러 / 로드

평가용 인버터

LG ALE



System Introduction

ALE를 활용한 신뢰성 시험 응용

인버터 내환경 시험 - 부하시험 연동

인버터 내구 시험 : Torque 및 Rpm 가변 운전

ALE

레졸버 / 엔코더 신호

TAS
(Test Automation System)

Rpm 설정 Torque 설정
모니터링 모니터링

배터리 케이블

모터 케이블

열환경 챔버

어플리케이션에 따른 개별 또는 병렬 구동

400Arms 2채널 개별 구동

ALE ALE평가용 인버터 평가용 인버터

800Arms 병렬 구동

채널2 채널2

채널1 채널1400 Arms

400 Arms 800 Arms



Specification

항목 G1.0 G2.0

크기
(W × H × D) 

740 × 2,170 × 1,150 mm 1,250 × 2,000 × 1,290 mm

중량 1,600 kg 2,000 kg

출력
개별 채널 150 kW
병렬 300 kW

개별 채널 150 kW
병렬 300 kW

Coolant DI Water or compatible

Coolant Flux 45 L / min 60 L / min

IP Rate IP20

Service Life 10 Years

모터 수 모터 2대 에뮬레이션 가능

발생 주파수 0 ~ 800 Hz 0 ~ 1,500 Hz

개별부하
AC 전류

400 Arms (정격)
500 Arms (60s / 10min 휴식)

병렬부하
AC 전류

800 Arms (정격)
1,000 Arms (60s / 10min 휴식)

*용량 확장 N / A 최대 4대까지 병렬 연결 가능

역기전력 0 ~ 480 Vrms 0 ~ 612 Vms

Torque 방향 P, N

Motor 극수 ~ 24 poles

Resolver Lobes
/ Offset

2 ~ 24 / -π ~ π

Resolver Excitation
Frequency

10 ~ 20 kHz

Encoder Type
/ PPR

N / A
Incremental (A, B, Z)
/ 0 ~ 512 PPR

통신방식 CAN2.0A

정격 전력 60 kW 80 kW

출력 전압 195 ~ 800 Vdc 195 ~ 1,000 Vdc

정격 전류 240 A 240 A

General

Motor Emulator

Battery Emulator

* 용량 확장 : 다수 기기 병렬연결을 통한 용량 확장

■ info@milimsys.com

G1.0

G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