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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phase Energy(나스닥, ENPH)
(미국 태양광 2 위 업체)
기업개요
Enphase Energy, Inc.는 태양광 에너지 관리 솔루션 제공업체다. 캘리포니아 프리몬트에
본사를 둔 NASDAQ 상장 에너지 기술 회사다. 태양광 산업을 위한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의 설계, 개발, 제조, 판매에 종사하고 있다. 2006 년에 설립되었으며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마이크로 인버터 제조업체로 알려졌다. 이 회사는 마이크로 인버터 기술로 태양광
산업에 혁명을 일으켰으며 완전히 통합된 태양광과 저장 솔루션을 생산했다. Enphase 는
2,700 만 이상의 마이크로 인버터를 출하했으며 130 개국 이상에 110 만 이상의 Enphase
시스템이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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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미국

상장거래소

나스닥

산업 분류

에너지

시가총액(달러)

99.18 억 달러

시가총액(원)
매출액(19 년)
Per

11 조 7677 억
6.24 억 달러
64.30

Share

1 억 2600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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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반도체 기반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은 직류(DC) 전기를 교류(AC) 전기로 전환한다.
마이크로 인버터 시스템은 다음 4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Enphase 마이크로인버터, AC
배터리, 디셉트 게이트웨이 및 Evilent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다. 이 회사의 Enphase
마이크로인버터는 맞춤형 애플리케이션별 집적회로(ASIC), 전문화된 전력전자장치,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서브시스템 등을 통합한 디지털 아키텍처에 의해 개별 태양열 모듈
수준에서 전력 변환을 제공한다. 양방향 통신 게이트웨이는 Elimate 소프트웨어로 데이터
수집 및 전송을 제공한다.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는 개별 시스템 또는 여러 시스템을
원격으로 모니터링, 관리 및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시장 점유율은 25.6% 2 위다. (1 위 SEDG 26.7%)
마이크로 인버터: 각각의 개별 태양 전지판에 부착되도록 설계된 매우 작은 인버터다.
북미의 모든 태양광 설치의 절반 이상에 사용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태양열 패널에서
약간 떨어진 벽에 위치하고 DC 케이블을 통해 연결된 일반적인 스트링 태양광
인버터와는 다르다. 마이크로 인버터는 모든 태양 전지판에 부착되므로 각 패널은 나머지
태양 전지 어레이(집합체)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DC 전원이 지붕에서 즉시 AC 로
변환된다. 방향과 기울기 각도가 다른 복잡한 지붕 배치의 여러 섹션에 패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스트링 인버터와 달리 두개의 다른 방향으로 배치가 가능하다.
이 같은 장점이 있지만 초기비용은 일반 스트링 인버터보다 약간 더 높다. Enphase 와
같은 고품질 마이크로가 아닌 높은 고장률과 불량한 서비스가 있을 수 있는 마이크로는
피해야 한다. 당사의 마이크로 인버터는 수명이 긴 에너지 자산으로 설계되었으며 25 년
제한 보증이 제공된다. 스트링 인버터는 12 년 후 교체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가격
우위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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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Edge vs Enphase 비교
마이크로 인버터와 달리 SolarEdge 전력 최적화 프로그램은 인버터의 기능만 수행할 수 없다. 대신 태양열의 전압을 고정한 다음 중앙
인버터로 보내 AC 전원으로 변환하여 시스템의 전체 효율을 높인다. SolarEdge 에 따르면, 마이크로 인버터가 있는 시스템과 전력 최적화
장치가 있는 시스템 및 스트링 인버터의 효율성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고 말한다. SolarEdge 전력 최적화 장치에는 25 년 보증이
제공됩니다. 그러나 전력 옵티 마이저와 쌍을 이루는 스트링 인버터는 일반적으로 12 년 보증을 제공하며 태양광 PV 시스템의 수명기간
동안 어느 시점에서 교체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SolarEdge 가 모델에 따라 스트링 인버터 시스템에 대해 최대 20 년 또는 25 년의 연장
보증을 제공한다. 연장에는 물론 추가 비용이 든다.
마이크로 인버터가 장착된 태양광 패널 시스템은 전력 최적화 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약간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Microinverter 가 기술적으로 복잡한 장비이기 때문에 SolarEdge 전력 최적화 프로그램보다 Enphase microinverter 의 선행 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이 더 높다. Enphase 의 마이크로 인버터는 25 년 또는 15 년 보증 (모델에 따라 다름)을 제공하며, 스트링 인버터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광 패널 시스템 수명기간 동안 교체 제품을 구매할 필요가 없다. Enphase 는 또한 마이크로 인버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제품을 제조한다.
주력 제품
2018 년부터 주력제품은 IQ 7 시리즈다. Enphase IQ 7 Micro, Enphase IQ 7 + Micro 2 등 제품이 있으며 96.5%의 가장 높은 시스템
효율을 달성할 수 있다. 최대 440W 의 60 셀 및 75 셀 고성능 태양광 패널과 호환된다.
2020 년 IQ 8 태양광 마이크로 인버터 제품을 출시할 것이다. 태양열의 그리드 연결이라는 것이 있다. 그리드가 고장 나면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다. IQ8 시리즈는 그리드가 고장나도 충분한 햇빛이 있다면 Enphase 시스템이 계속 에너지를 생산하여 가정 혹은
기업에 제공될 수 있다.
뉴스보도
2020 년 6 월 15 일 Enphase Energy, Excel Power 와 제휴하여 호주에서 태양광 프로젝트 제공
엑셀 파워 Toowoomba City 의 Jaguar and Land Rover 대리점인 Wippells Autos 용 50kW Enphase 마이크로 인버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0 년 6 월 1 일 Enphase Energy, SmartX 와의 협업을 통해 폴란드로 확대
SmartX 는 현재 폴란드 5 대 태양광 시장 중 하나다. SmartX 의 CEO 인 Piotr Redkiewicz 는“폴란드 전역의 태양열 발전을 위해 Enphase 와
함께 일하게되어 기쁩니다. Enphase 마이크로 인버터는 유럽 건축 시장, 특히 확장 가능한 아키텍처로 인해 새로운 건물 및 소규모 주거
시스템에서 독특한 이점을 제공하며 품질 및 성능 측면에서 고객 경험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2020 년 4 월 29 일 Enphase Energy, Sunlogics 와 협력하여 벨기에 가정용 태양광 솔루션 제공
고객에게 맞춤형 태양열 솔루션을 제공하는 풀 서비스 주거용 태양광 설치업체 Sunlogics 와 협력한다고 밝혔다. 30MW 이상의 주거용
태양열을 설치할 것이다.
2020 년 4 월 7 일 Courant Naturel 과 협력하여 프랑스에 주거용 태양 광 옥상 솔루션 제공
빠르게 성장하는 주거용 태양광 설치기인 Courant Naturel 과 협력하여 프랑스 남서부의 고객에게 태양열 솔루션 제공한다.

19 년 지역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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