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작동 조건 테스트 

최대하중 550kgf/m2(5,400Pa)

충격저항 25mm, 23m/s

작동온도 -40~+85℃

직렬퓨즈정격 15A

시스템전압 1,000V(60cell)/1,500V(72cell)

• 데이터 

태양전지 단결정 PERC 태양전지

전면유리 3.2mm 높은 투과율의 AR코팅 강화유리

정션박스 IP68

케이블 4mm2 케이블 / 12 AWG (미국), 1,000mm

프레임 산화피막된 Alloy 합금

• 안전등급 및 인증

화재안전분류 C (IEC61730)

어플리케이션등급 A (IEC61730)

보증

10년 제품보증

10년 동안 출력의 92% 보증

25년 동안 출력의 83% 보증

적용규격 KS C 8561

HCM (Half Cut Module)

※ 본 데이터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V 커브 • I-V 커브

60CELL 72CELL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5% / ℃

β Δ 개방전압 -0.31% / ℃

γ Δ 최대출력 -0.38% / ℃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5% / ℃

β Δ 개방전압 -0.31% / ℃

γ Δ 최대출력 -0.38% / ℃

• 온도 계수 • 온도 계수

※ 모든 데이터는 STC(Standard Test Conditions)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 최대 출력 허용 범위 0 ~ +3.0%     ※ 인증업체별 출력범위를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항목 SS-BM305HA SS-BM310HA SS-BM315HA

출력(Wp) 305 310 315

개방전압(V) 40.23 40.52 40.81 

단락전류(A) 9.5 9.56 9.62 

최대출력전압(V) 33.29 33.60 33.91 

최대출력전류(A) 9.17 9.24 9.31 

효율(%) 18.26 18.56 18.86 

크기(mm) 1,000 x 1,670 x 32

무게(Kg) 18.5 ± 0.1

항목 SS-DM370HA SS-DM375HA SS-DM380HA

출력(Wp) 370 375 380

개방전압(V) 47.42 47.62 47.82 

단락전류(A) 9.84 9.92 10.00 

최대출력전압(V) 39.62 39.81 40.01 

최대출력전류(A) 9.34 9.42 9.50 

효율(%) 18.36 18.61 18.86 

크기(mm) 1,000 x 2,015 x 35

무게(Kg) 24.4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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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신 국제 모듈 규격 인증 취득 
(IEC 61215 / 61730 3rd version)

모듈 성능 평가 및 신뢰성 평가 기준 강화 
(Hot spot, NOCT, TC, MLT, pre-Conditioning, etc.)

신성이엔지는 국내 기업 최초로 IEC 신 규격 인증을 취득하여, 

모듈의 성능 및 강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IEC 규격에 적합한 0~+3% 이내의 높은 출력 균일도를 

검증 받았으며, 기존 보다 강화된 전후면 기계적 강도시험을 

모두 통과하였습니다.

신성이엔지는 고유의 박막공정 기

술을 활용하여 기존의 PERC 보

다 발전 효율을 더욱 향상시켰습

니다. 

PERC 테크놀로지

발전량저하원인(PID, LID)의 방지

기술을 보유하였으며, 공인된 15

가지 이상의 Test와 EL검사(2회) 

등 엄격한 품질관리로 태양광시

스템의 성능향상 및 발전량을 높

여줍니다.

안정화된 품질관리

신성이엔지는 국내 태양광 1세대 

기업으로, 고효율 태양전지와 우

수한 자재를 활용하여 모듈을 생

산하며, 검증된 제품만을 판매합

니다.

Made in Korea

신성이엔지 연구소는 미국, 유럽 

등에 소재한 세계적인 인증기관인 

UL과 TUV 등에서 인증을 확보함

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 경

쟁력을 갖추었습니다.

세계최고의 인증보유

전 세계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글

로벌 기업 신성이엔지가 제품보증

기간 10년 및 효율보증기간 25년

을 약속합니다. 전국 서비스센터 

보유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

결합니다.

41년. 믿을 수 있는 회사

강화유리와 특수프레임을 적용

하여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도 견

딜 수 있는 국내 최고 7,200Pa 하

중의 변함없는 내구성을 보장합

니다.

고품질 강화프레임

최상위 전력 등급과 최대 19.6%에 

이르는 효율 덕분에 표면 면적당 

생산량이 높으므로, 고객의 마음

까지 안심시키는 가심비(價心費)

가 탁월합니다.

최상의 효율

낮은 온도계수로 인하여 최대의 

전력을 생산하며, 척박한 환경(염

전, 간척, 수상)에서 진행되는 다양

한 성능테스트에 합격하였습니다.

혁신적인 기술력

국내 최고 기술 선도 기업, 신성이엔지!

※ 본 카탈로그의 저작권은 신성이엔지에 있으며,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Ver.201806

SHINSUNG E&G
SOLAR MODULE

www.shinsungeng.comKOREANCOMPANY INFO

(주)신성이엔지는 2007년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핵심사업인 태양광 산업에 진출, 충북 증평에 태양전지 생산라인과 

충북 음성에 모듈 생산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7년 태양전지 

양산효율 21.7%를 달성하며 앞선 기술력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신성이엔지는 ‘태양전지 → 모듈 → 시공 → 유지보수’로 이어지는 

수직계열화를 완성, 세계 태양광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성이엔지는 지구 환경보전과 태양광 산업 발전이라는 

커다란 사명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 High efficiency
Shinsung E&G guarantees the highest output through mass production of high efficiency products such 
as photovoltaic technology recognized by the world, solar cells with more than 20% efficiency and 
modules with more than 16% efficiency

• Stable construction
Shinsung E&G establishes production equipment in a perfect and rapid manner from equipment order, 
installation to mass production setting for new photovoltaic business operators, providing a stable 
production line, and guarantees high output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high efficiency power plants 
for plant operators.

• Follow-up management
Shinsung E&G establishes round-the-clock service support system to minimize problems for customers 
and realizes customer satisfaction with before sales and after-sales services. 

• Technology support 
Shinsung E&G’s photovoltaic experts provide knowhow on mass production technology of high 
efficiency solar cells and modules and offer education on photovoltaic power plants management 
through one to one technology training support with customer’s technicians.

Key to success

Our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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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WORKS

1977 • 신성 기업사 설립

1991 • 철탑 산업훈장 수훈

1998 • 천만불 수출탑 수상

2005 • 금탑 산업훈장 수훈

2007 • 태양전지 사업 진출

2008 •  신성홀딩스,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기업분할

 • 3사 신설 법인으로 독립, 재상장 및 변경 상장

2009  • 태양광 홍보관 오픈

  •  SO 9001, ISO 14001, IEC 61215, IEC 61730 TUV 획득

2010 •  태양전지 광변환 효율 19.6% 연구개발 성공

 •  삼천만불수출탑 수상

 •  국무총리 표창

 •  고용창출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2011 •  신성솔라에너지로 사명변경

 •  태양전지 라인 증설(총 350MW)

 •  모듈 사업 진출(총 150MW)

 •  태양전지, 모듈, 시공에 이르는 수직계열화 완성

 • 250W, 255W, 260W 모듈 국내 효율 1위 인증 획득

2012 •   태양전지 20.03% 광변환 효율 연구기록 달성

 •  태양광 발전 EPC 사업 진출 

 •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 18001)인증 획득

2013 • 프로그램 CDM 사업 UN등록

 • PID 테스트를 통한 효율 감소율 0% 달성

2014 • 오천만불 수출탑 수상

2015 • 일억불 수출탑 수상

2016 •  태양전지 효율 20.29% 달성

 • 생산 라인 개선을 통한 생산효율성 및 수율향상

   (태양전지 총 600MW, 태양광 모듈 총 200MW)

 •  신성솔라에너지, 신성이엔지, 신성에프에이 3사 합병

2017 • (주)신성이엔지로 사명변경

 •  PERC 태양전지 양산 효율 21.7% 달성

 • 삼억불 수출탑 수상

HISTORY

1354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95번길 8 (백현동 404-1번지)

solar@shinsung.co.kr   Ⓣ 031-788-9500  Ⓕ 031-788-9584

www.shinsungeng.com

PRODUCT

sola modul 5BB_��_0608��.indd   1-4 2018-06-09   �� 4:59:10



• 작동 조건 테스트 

최대하중 734kgf/m2(7,200Pa)

충격저항 25mm, 23m/s

작동온도 -40~+85℃

시스템전압 1,000V

• 작동 조건 테스트 

최대하중 BSF : 734kgf/m2(7,200Pa)  PERC : 550kgf/m2(5,400Pa)

충격저항 25mm, 23m/s

작동온도 -40~+85℃

시스템전압 1,000V

• 데이터 

태양전지 156.75 x 156.75mm

전면유리 저철분강화유리

정션박스 JM13D: IP68 / 3Bypass Diode 

케이블 4mm2 케이블/MC4(호환가능) 타입 

프레임 산화피막된 Alloy 합금

• 데이터 

태양전지 156.75 x 156.75mm

전면유리 저철분강화유리

정션박스 JM13D: IP68 / 3Bypass Diode 

케이블 4mm2 케이블/MC4(호환가능) 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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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등급 및 보증 

화재안전분류 Class “C”

어플리케이션등급 Class “A”

염수분무시험 통과

가시광선반사율 5.00% 이내, 별도문의 

보증

10년 제품보증

10년 동안 출력의 92% 보증

25년 동안 출력의 83% 보증

적용규격 IEC 61215 안전검사 IEC 61730

• 안전 등급 및 보증 

화재안전분류 Class “C”

어플리케이션등급 Class “A”

염수분무시험 통과

가시광선반사율 5.00% 이내, 별도문의

보증

10년 제품보증

10년 동안 출력의 92% 보증

25년 동안 출력의 83% 보증

적용규격 IEC 61215 안전검사 IEC 61730

 60cell/72cell 60cell 72cellMulti Mono Mono
60CELL 72CELL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5(%/degree)

β Δ 개방전압 -0.33(%/degree)

γ Δ 최대출력 -0.42(%/degree)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5(%/degree)

β Δ 개방전압 -0.33(%/degree)

γ Δ 최대출력 -0.42(%/degree)

• I-V 커브 • I-V 커브• 온도 계수 • 온도 계수

※ 본 데이터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데이터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항목 SS-BP260 SS-BP265 SS-BP270

출력(Wp) 260 265 270

개방전압(V) 37.84 38.08 38.32 

단락전류(A) 9.17 9.24 9.33 

최대출력전압(V) 29.96 30.13 30.47 

최대출력전류(A) 8.74 8.82 8.90 

효율(%) 15.94 16.25 16.56 

크기(mm) 992 x 1,644 x 35

무게(Kg) 18.4±0.1

항목 SS-BM275 SS-BM280 SS-BM285

출력(Wp) 275 280 285

개방전압(V) 38.30 38.40 38.50

단락전류(A) 9.24 9.27 9.30

최대출력전압(V) 31.50 32.00 32.40

최대출력전류(A) 8.73 8.76 8.80

효율(%) 16.86 17.17 17.78

크기(mm) 992 x 1,644 x 35

무게(Kg) 18.4 ± 0.1

항목 SS-DM335 SS-DM340 SS-DM345

출력(Wp) 335 340 345

개방전압(V) 46.20 46.30 46.40

단락전류(A) 9.29 9.34 9.38

최대출력전압(V) 37.70 38.10 38.50

최대출력전류(A) 8.89 8.93 8.97

효율(%) 17.17 17.45 17.71

크기(mm) 992 x 1,964 x 35

무게(Kg) 21.6 ± 0.1

※ 모든 데이터는 STC(Standard Test Conditions)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 최대 출력 허용 범위 0 ~ +3.0%     ※ 인증업체별 출력범위를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 모든 데이터는 STC(Standard Test Conditions)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 최대 출력 허용 범위 0 ~ +3.0%    ※ 인증업체별 출력범위를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 모든 데이터는 STC(Standard Test Conditions)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 최대 출력 허용 범위 0 ~ +3.0%    ※ 인증업체별 출력범위를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항목 SS-DP320 SS-DP325 SS-DP330

출력(Wp) 320 325 330

개방전압(V) 45.51 45.72 45.98

단락전류(A) 9.20 9.28 9.29

최대출력전압(V) 36.92 37.12 37.68

최대출력전류(A) 8.68 8.76 8.78

효율(%) 16.42 16.68 16.94

크기(mm) 992 x 1,964 x 35

무게(Kg) 21.6 ± 0.1

항목 SS-BM295 SS-BM300 SS-BM305

출력(Wp) 295 300 305

개방전압(V) 38.92 39.10 39.78

단락전류(A) 9.97 10.04 10.06

최대출력전압(V) 31.07 31.29 31.84

최대출력전류(A) 9.51 9.59 9.61

효율(%) 18.09 18.40 18.70

크기(mm) 992 x 1,644 x 35

무게(Kg) 18.4 ± 0.1

항목 SS-DM360 SS-DM365 SS-DM370

출력(Wp) 360 365 370

개방전압(V) 47.20 47.41 47.87

단락전류(A) 9.98 10.05 10.07

최대출력전압(V) 38.23 38.42 38.79

최대출력전류(A) 9.43 9.51 9.54

효율(%) 18.48 18.73 18.99

크기(mm) 992 x 1,964 x 35

무게(Kg) 21.6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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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F MONO PERC MONO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5(%/degree)

β Δ 개방전압 -0.31(%/degree)

γ Δ 최대출력 -0.38(%/degree)

• I-V 커브• 온도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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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 커브• 온도 계수

BSF MONO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5(%/degree)

β Δ 개방전압 -0.31(%/degree)

γ Δ 최대출력 -0.38(%/degree)

• I-V 커브• 온도 계수

PERC MONO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5(%/degree)

β Δ 개방전압 -0.31(%/degree)

γ Δ 최대출력 -0.38(%/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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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동조건테스트

최대하중 BSF: 734kgf/m2(7,200Pa)  PERC: 550kgf/m2(5,400Pa)

충격저항 25mm, 23m/s

작동온도 -40~+85℃

시스템전압 1,000V

• 데이터

태양전지 156.75 x 156.75mm

전면유리 저철분강화유리

정션박스 JM13D: IP68 / 3Bypass Diode 

케이블 4㎟ 케이블/MC4(호환가능) 타입 

프레임 산화피막된 Alloy 합금

• 안전등급 및 보증 

화재안전분류 Class “C”

어플리케이션등급 Class “A”

염수분무시험 통과

가시광선반사율 5.00% 이내, 별도문의

보증

10년 제품보증

10년 동안 출력의 92% 보증

25년 동안 출력의 83% 보증

적용규격 IEC 61215 안전검사 IEC 61730

※ 본 데이터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작동 조건 테스트 

최대하중 5400Pa/ 113psf

작동온도 -40~+85℃

직렬퓨즈정격 15A(60Cell)/20A(72Cell)

시스템전압 1,000V(60Cell)/1,500V(72Cell)

• 데이터 

태양전지 단결정 PERC 태양전지

전면유리 AR코팅 강화유리 / 3.2mm(350W), 4.0mm(420W)

정션박스 IP67/ 4 다이오드

케이블
12 AWG PV Wire (UL)/ 1000mm (350W), 
1200mm(420W)

프레임 산화피막된 Alloy합금

커넥터 Amphenol H4 (MC4)

• 안전등급 및 인증

화재안전분류 Type-1

보증 25년 동안 출력의 80% 보증

적용규격
UL1703/IEC61215

IEC61730/CEC

HDM (High Density Module)

PRODUCT

※ 본 데이터는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변경될 수 있습니다.

• I-V 커브 (360W 모듈) • I-V 커브 (430W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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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M (Shinsung PowerXT® 360W) HDM (Shinsung PowerXT® 430W)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4% / ℃

β Δ 개방전압 -0.29% / ℃

γ Δ 최대출력 -0.39% / ℃

태양전지작동온도 45±2(℃)

α Δ 단락전류 0.04% / ℃

β Δ 개방전압 -0.29% / ℃

γ Δ 최대출력 -0.39% / ℃

• 온도 계수 • 온도 계수

항목 SS-BM350DA SS-BM355DA SS-BM360DA

출력(Wp) 350 355 360

효율(%) 19.4 19.6 19.9

개방전압(V) 47.1 47.4 47.7

단락전류(A) 9.49 9.53 9.56

최대출력전압(V) 38.8 39.1 39.5

최대출력전류(A) 9.02 9.09 9.13

크기(mm) 1,116 x 1,621 x 40

무게(Kg) 21.0 ± 0.1

항목 SS-DM410DA SS-DM420DA SS-DM430DA

출력(Wp) 410 420 430

효율(%) 18.9 19.4 19.8

개방전압(V) 46.9 47.1 47.3

단락전류(A) 11.35 11.39 11.43

최대출력전압(V) 38.3 38.8 39.3

최대출력전류(A) 10.72 10.82 10.93

크기(mm) 1,116 x 1,941 x 40

무게(Kg) 29.0 ± 0.1

※ 모든 데이터는 STC(Standard Test Conditions)에서 측정 하였습니다.     ※ 최대 출력 허용 범위 0 ~ +3.0%     ※ 인증업체별 출력범위를 반드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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