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Power of
ASTRONERGY 

SOLAR KOREA
지 명 원 

Chint New Energy 

중국본사
전화 : +86-571-5603-1888
팩스 : +86-571-5603-2383

도쿄지사  Chint Solar Japan Co.,Ltd.

주소 : Chint Solar Japan Co.,Ltd.

미국지사  Astronergy Solar, Inc.

전화 : +1-451-802-7399

인도지사  Astronergy Solar Company Co.,Ltd.

전화 : +91-80-2521-6293

스페인지사  Chint Energy SLU

전화 : +34-9346-73778
팩스 : +34-9346-73789

독일지사  Astronergy Gmbh

전화 : +49-(0)751-295096-10
팩스 : +49-(0)751-295096-39

Astronergy Solar Korea

한국본사  Astronergy Solar Korea Co.,Ltd.

전화 : 02) 2226-3911  
팩스 : 02) 532-3910
주소 : 서울 강남구 논현로 419, PMK빌딩 5층 (역삼동) 

일본지사  Astronergy Japan Co.,Ltd.

전화 : +81-3-6450-1420  
팩스 : +81-3-6450-1490

태국지사  Astronergy Solar Thailand Co.,Ltd.

전화 : +66-2-090-1500  
팩스 : +66-2-090-1501

불가리아지사  Astronergy Solar Bulgaria Ltd

전화 : +359-2-483-6300  
팩스 : +359-88-415-0159

필리핀지사  Chint Solar Philippines Inc.

 전화 : +63-2-80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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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 대표이사 루촨입니다.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는 2009년 10월 설립이래 태양광 분야에서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고객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환경친화적인 사업을 증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는 우수한 제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통합 비즈니스 모델인 다운스트림 사업 분야에서도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며 전세계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전세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기여하고 

고객과 늘 함께하며 성장하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약속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   

대표이사  루  촨

GREETINGS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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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Progress

태양광 산업의 글로벌 리더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는 

독보적인 토탈 솔루션과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전세계 태양광 발전의 미래가 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자본금    ¥ 93.8억 위안 ( '20년) 
 ( 약 1조6978억 원 ) 

  매출액 ¥ 141억 위안 ( '20년)

 ( 약 2조5593억 원 )   

Foundation

2006 / 10

Foundation

1984 / 7

Subsidiaries around 
the world

14

Subsidiaries around 
the world

70+

Production 
Sites

4

Employees

5,000+

Employees

30,000+

CHINT NEW ENERGY 
Holding Company Profile (모회사)

CHINT GROUP
Holding Company Profile (모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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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ASK)의 모회사이자 친트그룹의 자회사인 친트뉴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토탈솔루션 회사입니다. 

ASTRONERGY는 친트뉴에너지의 태양광발전 사업부분 브랜드명으로, 전세계 태양광발전소 투자내력은 8GW, 시공실적은 6GW,  

관리운영실적은 6.5GW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Top 10이자 Tier 1인 아스트로너지/친트 태양광모듈을 8GW의 생산규모로 생산

하고 있으며, 2006년 출범 이래  끊임없는 신뢰와 빠른 대응력으로 독보적인 제품공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의 글로벌리더로서 최근에는 태양광발전 외에도 ESS, 풍력발전, 수소에너지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며 에너지의 새
로운 해답을 만들어 나가는 중입니다. 

R&D비용  $ 1.577억 달러 ('20년) 
 ( 약 1조7577억 원 ) 

    매출액 ¥ 442억 위안 ( '20년) 

 ( 약 7조 9,878억 원 )

Stock Market

SH601877

ASK의 모회사인 친트그룹은 산업전기 설비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글로벌 리

더이자 중국 49위의 민영기업입니다. 전 세계 약 2,000여 개의 유통센터와 

40개 이상의 해외지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8개의 메이저 계열사를 필두로 

고·저전압 전기제품, 측정장비, 건설 기기, 자동차 기기 및 PV모듈과 BOS

시스템을 고품질의 서비스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전압 기계 및 부품은 중

국 내 점유율 40% 이상입니다.

보스턴컨설팅 그룹(BCG)으로부터 세계 산업 흐름을 바꾸며 도전하는 33대 

기업 중 하나로 선정된 바 있으며,  ISO9001, ISO14001과 OHSAS18001

을 최초로 획득한 기업으로 국내 KS, 중국 CCC, 국제 CB 안전, 미국 UL, 핀

란드 FI, 벨기에 CEBEC, 네덜란드 KEMA, 독일 VDE 등 인증 및 1,000여개 

이상의 국내외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 사 명 

대  표 이  사

설 립 일

품 목

주 요  사 업

㈜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

루 촨 

2009년 10월

자본금 276.5억원, 자산 773.5억원('21)

태양광발전

프로젝트 개발·투자(IPP), EPC, O&M, 모듈&인버터 판매

ASK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
Company Profile

OVERVIEW

친트그룹/친트뉴에너지의 자회사 ASK(㈜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는 2009년 한국법인 

설립 이후 자본금 476억을 바탕으로 태양광발전 사업에만 매진하여 누적 IPP 244Mw, 누적

EPC 210MW, 누적O&M 240MW를 기록한 대한민국 태양광발전 토탈솔루션 회사입니다.

탄소제로의 깨끗한 에너지를 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응하여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 감사를 표하며, ASK는 오직 태양광발전소만에서 이룩한 진보된 기술력과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의 공훈을 실현하는데 신의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규

BUSINESS AREA

FINANCING POINT

자체자금조달

시설자금대출

전세계 태양광발전소 투자내력 8GW! 글로벌대기업 친트의 강력한 지원 아래 프로젝트에 

필요한 사업자금이 유동적으로 조달 가능합니다.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의 높은 신용을 바탕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  프로젝트 

자체의 대출을 보다 용이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ASK의 자본으로 선시공한 후 태양발전소 부지와  발전시설물을 담보로 하여  공사기성에 

따른 대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PF(Project Financing)

EPC POINT 

모  

태양광발전 토탈 솔루션

전기공사('20) 시공능력 전국73위, 시공능력평가액 807억, 오직 태양광발전에서만 14년 업력을 자랑하는 ASK는 철

저한 분석을 바탕으로 EPC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면서 완벽한 태양광발전소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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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 1.5MW 강원 고성 4MW

강원 동해 2.1MW

강원 원주10.8MW

경북 의성 1.2MW

경남 창원 2.4MW

경남 의령 2.5MW

전남 해남 2.4MW 전남 순천 7MW

전북 남원4MW

전북 장수3MW전북 장수2MW

충북 영동 2MW

충남 서산 2MW

경기 안산 2MW

경기 포천 1.3MW

충북 보은2MW

충남 서산9MW

충남  당진 8MW

강원 춘천 9MW
강원 철원 2MW

제주 서귀포1.7MW제주 서귀포16.8MW

강원 횡성1MW

경북 구미 2.5MW

PERRFORMANCE

국내 IPP 4.2M 상업운전개시     
국내 EPC 15.1M 완공       
국내 O&M 11.9M 계약체결

2016년

2021년

대표이사 변경
국내 IPP 18M 상업운전개시         
국내 EPC 42.5M 완공      
국내 O&M 21.3M 계약체결
CHSM72M(DG) 모듈판매

국내 EPC 9M 완공    
국내 O&M 9M 계약체결         
해외 EPC 4.9M 완공

국내 IPP 6M 상업운전개시   
국내 O&M 6M 계약체결
태국,불가리아 지사 설립  
해외 IPP 1.6M 상업운전개시 
해외 EPC 1.6M 완공

친트그룹 내 태양광발전        
사업부문 아스트로너지 설립

2020년

국내 IPP 2M 상업운전개시 
국내 EPC 20.2M 완공       
국내 O&M 13.9M 계약체결
CHSM72M-HC 모듈판매

강원도지사 표창 수상          
국내 IPP 10M 상업운전개시     
국내 EPC 12M 완공          
국내 O&M 12M 계약체결     
필리핀 지사설립
해외 IPP 14M 상업운전개시      
해외 EPC 30M 완공          
해외 O&M 16M 계약체결

국내 IPP 6.4M 상업운전개시       
국내 O&M 6.4M 계약체결     
일본 지사 설립
해외 IPP 100M 상업운전개시   
해외 O&M 36M 계약체결
CHSM6612P 모듈판매

2011년

국내 IPP 2M 상업운전개시       
국내 O&M 2M 계약체결

HISTORY

ORGANIZATION

2006년

2013년

2010년

2014년

대표이사 변경
국내 EPC 13.7M 완공   
국내 O&M 8.7M 계약체결

2015년

대한민국 사회공헌 대상 수상
국내 IPP 1M 상업운전개시       
국내 EPC 4.3M 완공       
국내 O&M 11.3M 계약체결         
싱가포르 지사설립
해외 EPC 2.6M 완공

2012년

전기공사업면허 등록
해외 IPP 53.8M 상업운전개시       
해외 EPC 7M 완공        
해외 O&M 53.8M 계약체결 
CHSM6610P 모듈판매

2009년

한국법인 설립:
㈜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
CHSM6610M 모듈판매

2017년

국내 IPP 16.8M 상업운전개시       
국내 EPC 33.1M 완공       
국내 O&M 27.1M 계약체결    
해외 IPP 5M 상업운전개시
해외 EPC 8M 완공        
해외 O&M 5M 계약체결 
CHSM6612M 모듈판매

2018년2019년

보성 10M, 신안 100M외 사업진행중 
태양광발전용 변전소 설립진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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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너지쏠라코리아의 임직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함게 하는 국내 최초의 에너지 복지사업, 저개발 에너지국가를 대상으로 한 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사업, 소외계층 및 저소득층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한 문화적 후원, 사랑의 연탄나눔 등 지속적으로 기부 및 

참여형의 방식을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Total Solution Provider

모듈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부품으로 

여러장의 태양전지 셀을 일정한 규격으로 연결해 소정의 전압과 전류를 

발생시키는 태양광 시스템 핵심 제품입니다

인버터
직류형태로 저장된 발전 전력을 교류로 변환시켜 

사용할 수 있는 전기형태로 바꿔주는 설비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송, 배전 전력망에 연결하기 위한 필수 제품입니다

구조물

BOS 
(Balance of System)

장시간 외기 노출로 과열, 오염, 적설 등의 문제가 생기는 태양광발전기의 

출력향상을 위한 주변장치 제품입니다

모듈을 고정.지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스탠드형상으로

구조물의 내구성과 신뢰성은 시스템 설치 이후의

운전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크게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PRODUCT

사회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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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사양

공칭 최대출력 (Pmpp / Wp) 640 655 660 665

최대출력 동작전압 (Vmpp / V) 37.05 37.65 37.85 38.05

최대출력 동작전류 (Impp /A) 17.28 17.41 17.45 17.50

개방전압 (Voc / V) 44.88 45.48 45.68 45.88

단락전류 (Isc /A) 18.33 18.48 18.53 18.58

정격 효율 20.60% 21.09% 21.2% 21.4%

크기  (L x W x H) 2384 x 1303 x 35 mm

태양전지 종류 P타입 단결정

태양전지 접속수 132 개  (6*22)

모듈 무게 단면형 34.8 kg, 양면형 38.2kg

전기적 사양 

STC: 방사조도 1000W/m2, 셀온도 25° C,  AM=1.5

6 Semi

CHSM66M-HC 
단면형 단결정 모듈（210）

640~665W
12년 제품보증
25년 출력보증
(1차년도 ≤2%, 2~25≤0.55%/년)

25
12

공칭 최대출력 (Pmpp / Wp)

최대출력 동작전압 (Vmpp / V)

최대출력 동작전류 (Impp /A)

개방전압 (Voc / V)

단락전류 (Isc /A)

정격 효율

전기적 사양 

STC: 방사조도 1000W/m2, 셀온도 25° C,  AM=1.5

6 Twins

CHSM66M(DG)/F-BH   
양면형 단결정 모듈（210）

635~660W
12년 제품보증
30년 출력보증
(1차년도 ≤2%, 2~30≤0.45%/년)

30
12

635 650 655 660

37.08 37.68 37.88 38.08 

17.13 17.26 17.30 17.34 

44.89 45.49 45.69 45.89 

18.17 18.32 18.37 18.42 

20.44% 20.92% 21.1% 21.2%

1 2 3 4 5
· 2016년
· 4BB+PERC

· 2017년
· 5BB+PERC

· 2018년
· SE+PERC+HC

· 2019년
· MBB+PERC+HC

· 2020년
· MBB+PERC+HC

블롬버그 Tier1, 글로벌판매량 Top10

14_15

2022년
 MBB+PERC+HC
+무손실커팅 기술

미세균열 발생시 전류를 우회시키는 
버스바를 보다 조밀하게 배열하여  
발전량 손실을 절감하는 기술

여러 겹으로 구성된 태양전지가      
내부에서 반사되는 빛 에너지를 중첩     
사용하여 발전량을 증대하는 기술

절반으로 나누어진 시트가 발전시  
모듈의 발열을 저감하며 발전출력을 
증대하는 기술

레이저 열응력을 사용한 셀 커팅기술
로 셀 단면을 극한으로 매끄럽게     
절단하여 보다 안정적인 셀 성능을 
보장하는 기술

MBB
(멀티버스바)

PERC
(퍼크셀)

HC
(하프컷)

무손실
커팅



제품보증
최종 구매자에게 납품된 일자로부터 120개월 이내 태양광 모듈의 결함 발견 시 모듈의 수리, 교체 또는 환불을 통하여 

제품보증을 실행합니다.

로이드 재보험

세계 최대 재보험사 AGRO그룹의 Lloyd's 재보험에에 가입하여 제조사의 품질보증 외 추가적인 보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품질관리∙제품보증

보증 조건  :  제품의 출력 손실 보증 기간  : 최대 30년간

■ 양면형 모듈 출력보증 : 1st  YEAR 98% ⬆  |  2ND ~ 30TH YEAR 매년 0.45% ⬇ 출력감소 보증

■ 단면형 모듈 출력보증 : 1st YEAR 98% ⬆  |  2ND ~ 25TH YEAR 매년 0.55% ⬇ 출력감소 보증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양면형모듈 출력보증

단면형모듈 출력보증 
100.00%

95.00%

90.00%

85.00%

80.00%

75.00%

84.95%

84.80%

98.00%

We Do Quality

백  업

고객 클레임

ASK의 A/S팀  검토 

ASK의 
수리/교체/보상 

출력보증

Lloyd's재보험
보상 

AI자동 EL검출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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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로너지/친트 모듈은  
중국, 독일, 미국의 R&D센터에서 30종류 이상의 내부테스트를 거치며,
연 1조 7577억원의 R&D비용을 바탕으로 개발되는 친트그룹의 혁신제품 입니다.

세계적인 인증기관 ‘블롬버그’로부터 지속적인 “Tier 1 모듈”로 선정되고 있으며,
‘DNV GL’로부터는 3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수상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업계최초 AI자동 EL검출시스템 도입하여 태양광모듈 생산원가 절감에 앞장서고
있으며, 공정 간 유기적 연결과 빅데이터 기반 자기학습으로 제품신뢰도 향상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 및 LLOYDS재보험에 가입하여 모듈에 대한 3중 책임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직공급 업체인 ASK에는 A/S팀이 상주하고 있어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태양광모듈 생산원가 절감의 선두주자

0.5초의 장당 테스트 속도

97% 이상의 검출 정확도

데이터 분석 자기학습으로 제품신뢰도 향상



Astronergy, 
Making It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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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REFERENCE 
국내실적 

해외실적

20_21

No.   프로젝트 명   용량(MW)       완공일    위치   모듈타입    IPP   EPC  모듈납품     O&M
대방 태양광발전소
원텍 태양광발전소
횡성 쏠라랜드1호
거금 쏠라파크
붕어섬 Project
창원 쏠라랜드
대산 태양광발전소
거창 태양광발전소
카이로스 태양광발전소
성주 쏠라랜드
썬힐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서산 쏠라랜드 1호
난지도리 Project
에스앤이 태양광발전소
가시리 Project
엄정리 태양광발전소
지원쏠라 태양광발전소
맥스 태양광발전소
대신 1,2호 태양광발전소
구곡 2호 태양광발전소
율이리 태양광발전소
대한이엔에스 태양광발전소
성곡 2호 태양광발전소
솔라팩토리 태양광발전소
광교 태양광발전소
드림솔라김제 태양광발전소
대지 태양광발전소
월곡 2,3호 태양광발전소
이팩토리/고성∙태경솔라원 태양광발전소
강누 태양광발전소
신흥리 에너윈드 태양광발전소
SH/JL화전 태양광발전소
도개2호/삼지쏠라 태양광발전소
봉산해빛 태양광발전소
블루에너지 2호 태양광발전소
사직/케드코에너지3호 태양광발전소
드림솔라영동/에너지드림 태양광발전소
늘해랑 태양광발전소
고북 1~10호 태양광발전소
해성/해드림2 태양광발전소
해오름 태양광발전소
일정/해드림1 태양광발전소
해남 쏠라랜드
탑쏠라 태양광발전소
북평화력 태양광발전소
환성 1호 태양광발전소
이인메가 태양광발전소
알에스쏠라 태양광발전소
의령 1~3호 태양광발전소
두리그린/파워그린 태양광발전소
해바라기/옥스포드/미래와희망 태양광발전소 
평화와번영 태양광발전소
산성 1,2호 태양광발전소
에이치아이 태양광발전소
어전 3호 태양광발전소
어전 1호 태양광발전소
서부하이웨이 Project
대강/송대/엘앤케이/장포 외1 태양광발전소

남원솔라 2~6호 태양광발전소
석교 1,2,4,5,6,8호/동외 쏠라랜드
주암 1~7호 태양광발전소
번암 2,3호 태양광발전소
솔라뱅크원 태양광발전소
번암 1호 태양광발전소
라솔라 태양광발전소
대진남원/형주남원 외3 태양광발전소
믿음/사랑 태양광발전소
크레센도/봉황/막골 외2 태양광발전소
모악쏠라 태양광발전소
디앤피영천1호 태양광발전소
현대산업쏠라5호 외2 태양광발전소
해맞이도개1호/드림라인쏠라파워 태양광발전소

석교쏠라랜드 7호
보성1,2호 태양광발전소
고흥잠두 1~5호 태양광발전소
경화/새론 태양광발전소 

  1 2010.02   경북 군위    CHSM6610M-225
  1 2010.05   충남 부여    CHSM6610M-225
  1 2013.05   강원 횡성    CHSM6610P-245

  2 5 2013.06    전남 고흥    CHSM6610P-235,240
  6 2011.12    강원 춘천  

  3 2013.12   경남 창원    CHSM6610P-250
  9 2014.06    충남 서산    CHSM6612P-300
  2 2015.03    경남 거창    CHSM6612P-295

  8 .9 2015.07    충남 당진    CHSM6612P-310
  1 2015.09    경북 성주    CHSM6612P-310

  1 .3 2015.12    경북 봉화    CHSM6612P-310
  2 2016.02    충남 서산    -
  8 2016.03    충남 당진   -
  2 2016.11    충남 홍성   -

 16 .8 2017.03   제주 서귀포    CHSM6612P-310
  1 2017.03   충남 금산     CHSM6612P-310

  2 .5 2017.04    경북 구미     CHSM6612P-320
  0 .9 2017.04    경북 안동    CHSM6612P-320
  2 2017.08    전북 장수    CHSM6612P-320
  2 2017.09    충북 제천     CHSM6612P-320
  2 2017.11    강원 철원     CHSM6612P-320
  1 2017.11    경남 의령     CHSM6612P-320
  2 2017.11    경기 안산     CHSM6612P-320

  1 .3 2017.12    경기 포천     CHSM6612P-320
  0 .6 2017.12    전남 진도       -
  1 2017.12    전북 김제    CHSM6612P-330
  1 2018.01    전남 해남    CHSM6612P-330
  2 2018.02    전북 장수        -

  1 .5 2018.02    강원 고성    CHSM6612M-350
  1 2018.03    경남 산청    CHSM6612M-350
  1 2018.04    제주 서귀포    CHSM6612P-330

  1.2 2018.06    경북 의성    CHSM6612M-355
  2 2018.08    경북 구미    CHSM6612P-335
  1 2018.10    강원 철원    CHSM6612P-320
  1 2018.11    강원 철원    CHSM6612M-360
  2 2018.12    충북 보은    CHSM6612M-355

     2 2019.01    충북 영동    CHSM6612M-360
  2 .2 2019.01    제주 서귀포       -

  1 2019.02    충남 서산    CHSM6612M-360
  2 2019.02    강원 고성    CHSM6612M-360

  1 .7 2019.03    제주 서귀포    CHSM6612M-360
  2 2019.05    강원 고성    CHSM6612M-360
  1 2019.11    전남 해남    CHSM6612P-330
  1 2019.12    전북 남원    CHSM6612M-370

  2 .1 2019.12    강원 동해    CHSM6612M-360
  0 .7 2019.12    충남 서산    CHSM6612M-370

  1 2019.12    충남 공주    CHSM6612M-360
  1 2019.12    경기 연천     -

  2 .5 2019.12    경남 의령    CHSM6612M-370
  6 2020.01    충북 청주    CHSM6612M-370

     3 2020.03    전남 고흥    -
  1 2020.03    강원 평창     -
  2 2020.03    전북 남원    CHSM6612M-370

  1 .7 2020.04    충북 충주   -
  1 2020.06    전북 장수   -
  1 2020.08    전북 장수    CHSM72M-HC-410

 10 .8    강원 원주
   3 .5 2020.10    전북 남원    CHSM6612M-375
  1 .1 2020.11    전북 남원    CHSM72M-HC-410
  2 .4 2020.12    전남 해남    CHSM72M-HC-410
  7 2020.12    전남 순천    CHSM72M-HC-410
  2 2020.12    전북 장수    -

  1 .9 2021.01    충남 홍성   -
  1 2021.02    전북 장수   -

  0 .5 2021.02    경남 하동    CHSM72M-HC-410
  2 .8 2021.03    전북 남원      -
  0 .8 2021.04    전남 순천    CHSM72M-HC-450
   3 2021.04    경북 의성       -
  1 2021.05   경북 포항    CHSM72M(DG)-445

  0 .5 2021.06   경북 영천   -
  1 .2 2021.07   경북 의성   -
    2 2021.07   경북 구미   -
  0 .4 2021.09   전남 해남    CHSM72M-HC-535
  1 2022.01   전남 보성    CHSM72M-HC-535
  1 2022.02   전남 고흥       CHSM72M(DG)F-HC 540

  1 .6 2022.02   전남 신안        CHSM72M(DG)F-HC 530

CHSM6610M-230
CHSM6610P-250

2018.12
2020.01

CHSM6612M-355
CHSM6612M-370

No.   프로젝트 명   용량(MW)        완공일    위치   모듈타입    IPP   EPC  모듈납품     O&M

롭부리 태양광발전소  1 .6 2011.01   태국    -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11sites)  48 2012.06   불가리아 

사라부리 태양광발전소  5 .8 2012.06   태국     CHSM6610M-235
농카이 태양광발전소  1 .2 2012.11   태국    CHSM6610M-235
루마니아 태양광발전소   36 2013.01   루마니아    CHSM6610M-240
MEME 태양광발전소   64 2013.06    남아프리카공    -
노세 태양광발전소 1 .9 2014.07   일본    CHSM6610P-255
춤폰 태양광발전소   3 2014.12   태국    CHSM6612P-305
홈워크 태양광발전소    1 2015.06   태국    CHSM6612P-305
모노우쵸 태양광발전소  1 .6 2015.11   일본    CHSM6610P-260
사이타마 태양광발전소  1 .2 2016.03   일본    CHSM6610P-265
람푼/페차부리 태양광발전소 (2sites)  16 2016.04   태국    CHSM6612P-315
SPARC 태양광발전소 (3sites)  14 2016.05   필리핀    CHSM6612P-310
니시나카 태양광발전소  2 .2 2016.06   일본    CHSM6610P-260
이와테 태양광발전소    2 2017.03   일본    -
세토우치 태양광발전소    2 2017.12   일본    -
팍충 태양광발전소   5 2017.05   태국    CHSM6612P-315
차청사오 지붕태양광발전소   1 2017.01   태국    CHSM6612P-315

CHSM6610P-235 
CHSM6610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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