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모듈제조•시공전문기업 SolaRiver

1. 조달청 우수제품지정 – 태양광발전장치

2.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태양광발전장치

3. RPS 태양광 발전사업 및 인허가대행

4. 태양광 보급사업 (지방보급사업, 설치의무화)

1. 제품 성능인증 획득 (중소기업청)

2. 녹색기술인증(산업통상자원부)

3. KS인증(신재생에너지센터)

국내최초 태양광 모듈 제조 기술을 적용한 조달청 우수제품 지정업체 !

태양광 모듈 제조에서 시공,사후관리까지 Non-Stop 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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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in Project Achievement (주요 실적)
- 주요 납품 및 시공 실적

1. General Information (회사일반현황) 
- 회사 개요
- 회사 연혁
- 조직 구성도
- 사업장 현황

2. Business area and technology (사업영역 및 기술)
- 사업분야 및 영역
-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
- 코팅모듈 발전량 성적서
- 코팅모듈 내후성 성적서
- 주요제품 (단결정 일반, 단결정 코팅, 다결정, 소형)

4. Accreditation and Awards (인증 및 수상현황)
- 인증서 및 등록증
- 국내 및 해외 인증서 (단결정/다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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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일반현황회사 개요

쏠라리버 주식회사회 사 명

최 무 영대 표 자

2007년 1월 26일설 립 일

23억원자 본 금

태양광 발전용 모듈 제조 및 시공 전문기업주 요 사 업

032-508-2891대 표 전 화

032-508-2895팩 스 번 호

www.solariver.com홈 페 이 지

solariver@solariver.com전 자 우 편

인천시 서구 원전로 59번길 34 (경서동)본 사 주 소

1,688.75㎡본 사 면 적

약 20 여종생 산 설 비

20 MWp생 산 능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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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혁

• 법인 설립

• 공장 준공 및

제품 양산 개시

• 태양광 모듈

국내 인증 취득

•유럽 TUV 인증 취득

• CE 승인

• 본사 및 공장

이전 (부평->

인천남동공단)

• 단/다결정

250W 인증 취득

•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 등록

• 인천시

품질 우수제품 선정

•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벤처기업등록

• ISO 인증 취득

(ISO9001, ISO14001)

• 특허 등록

(태양광 발전모듈의 고정 장치)

• 265W, 275W,285W 

인증 취득

• 조달청 다수 공급자

(MAS) 계약 체결

• 특허 등록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 장치 및 방법)

•인천시 유망중소

기업 선정

•300W 인증 취득

• 본사 및 공장 이전

(남동공단->서구)

• 병무청 지정업체선정

• 경영혁신형(MAIN-BIZ) 

중소기업 선정

• 인천광역시

자랑스런 기업인상 수상

• 기술혁신형(INNO-BIZ) 

중소기업 선정

• 특허 등록

(결합형 케이블 덕트
프레임을 이용한
태양광 발전시스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상

수상

•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국책과제 선정(한국에너지
기술평가원주관)
과제명 : 현장설치 솔라모듈
의 발전량 향상 및 유지보수
를 위한AR, 오염방지 기능
의 나노코팅소재개발과
대면적 코팅장비, 
코팅면 검사기술 개발

2016~2019년2015년2014년2011년~2013년2007년~2010년

• 녹색기술인증 취득

• 녹색기술제품확인서 취득

• 성능인증서 취득

• 310W 인증취득

• 315W 인증취득

• 조달청 우수제품인증 취득

• 에너지관리공단 태양광 보급

사업 전문기업 선정 (15년~)

/주택지원, 건물지원, 지역지원

설치의무화, RPS 

• 340W 인증 취득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 경영혁신형(MAIN-BIZ) /

기술혁신형(INNO-BIZ) / 
유망 중소기업 재선정

• 벤처기업확인

1. 회사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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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구성도 1. 회사일반현황

대표이사

- 최무영 -

신재생에너지사업본부

관리본부

생산본부

기업부설연구소

영업본부

품질관리부

경영지원 / 재무회계 팀

연구개발팀

품질관리팀

생산 / 기술지원 팀

영업 / 구매팀

설계 / 전기공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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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공장 등록 증명서

1. 회사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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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현황 (등록증)

기술평가등급 확인서(T-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BB-)

1. 회사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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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영역 및 기술사업분야 및 영역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 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한 수급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

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설치비 일정부분
무상보조,지원 및 보급활성화

2020년까지 신 재생 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 사업

신 재생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태양광 발전장치 시스템 공사

공공기관이 신,증,개축하는
(    (연면적 1,000 ㎡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 사용량의 10%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투자에 의무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생산하여 공공전력
사업소에 신 재생에너지 판매 사업

설치
의무화
사업

건물지원
사업

RPS
사업

전기
공사

지역
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사업

주택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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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조달우수제품

2. 사업영역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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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조달우수제품

2. 사업영역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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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 2. 사업영역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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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모듈 발전량 성적서

AR에 의한 광투과율 향상 및 오염방지 자가세정
기능을 갖는 태양광 모듈에 대한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성적서번호: 신뢰성2016-00032)

706.45 kWh 662.30 kWh 106.67 %

AR에 의한
광투과율 향상

발전효율 2% 상승

오염방지 기능 대전방지기능에의한잡부착물차단

자가세정 기능 초친수기능에의한오염물질세정

발전량 향상 누적발전량 최소 6% 이상증대효과발생

2. 사업영역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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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팅 모듈 내후성 성적서

태양광모듈 일반 글라스 (성적서번호: CK-T-151216-305) 태양광모듈 코팅 글라스 (성적서번호: CK-T-160118-003)

오염방지 및 자가세정 기능을 갖는 초친수성
TEST 시험성적서

AR에 의한 광투과율 향상 TEST 시험성적서

2. 사업영역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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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단결정 태양광 모듈) 2. 사업영역 및 기술

제품명

셀종류

정격출력

개방전압

단락전류

최대출력전압

최대출력전류

효율

크기

무게

SR66DH310 YKMO

66Cell

310(W)

43.32(V)

9.36(A)

34.82(V)

8.91(A)

18.08(%)

975x1760x48(mm)

19.5(Kg)19.5(Kg)

8.88(A)

SR66DH315 YKMO

66Cell

315(W)

43.41(V)

9.43(A)

35.13(V)

8.97(A)

18.38(%)

975x1760x48(mm)

17.50(%)

975x1760x48(mm)

19.5(Kg)

SR66DH300 YKMO

66Cell

300(W)

42.71(V)

9.41(A)

33.79(V)

제품명

셀종류

정격출력

개방전압

단락전류

최대출력전압

최대출력전류

효율

크기

무게

974x1918x48(mm)

21.2(Kg)

974x1760x48(mm)

19.5(Kg)19.5(Kg)

9.05(A)

18.20(%)

315(W)

43.41(V)

9.43(A)

35.13(V)

8.97(A)

18.38(%)

SR72DH340C YKMO

72Cell

340(W)

46.16(V)

9.45(A)

37.60(V)

SR66DH300C YKMO

66Cell

SR66DH315C YKMO

66Cell

974x1760x48(mm)

19.5(Kg)

300(W)

42.38(V)

9.12(A)

34.62(V)

8.67(A)

17.50(%)

974x1760x48(mm)

SR66DH310C YKMO

66Cell

310(W)

43.32(V)

9.36(A)

34.82(V)

8.91(A)

18.08(%)

974x1760x48(mm) 974x1760x48(mm) 974x1760x4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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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품 (다결정 및 소형 태양광 모듈) 2. 사업영역 및 기술

제품명

셀종류

정격출력

개방전압

단락전류

최대출력전압

최대출력전류

효율

크기

무게

975x1760x48(mm) 975x1760x48(mm) 975x1760x48(mm)

19.5(Kg) 19.5(Kg) 19.5(Kg)

34.18(V) 33.6(V) 34.29(V)

8.34(A) 8.78(A) 8.75(A)

16.63(%) 17.20(%) 17.50(%)

285(W) 295(W) 300(W)

41.71(V) 41.83(V) 41.87(V)

8.93(A) 9.214(A) 9.15(A)

SR66FH285 DSMU SR66FH295 DSMU SR66YH300 YKMU

66Cell 66Cell 66Cell

제품명

셀종류

정격출력

개방전압

단락전류

최대출력전압

최대출력전류

효율

크기

무게 8.1(Kg)

975x975x45(mm)

11.0(Kg)

8.17(A)

15.57(%)

8.19(A)

15.78(%)

8.59(A)

12.24(V)

8.80(A)

18.31(V)

100(W)

15.01(V)

150(W)

22.43(V)

695x974x45(mm)

SR100TH2

24Cell

SR150TH2

36Cell

974x1760x48(mm)974x1760x48(mm)974x1760x48(mm)

974x974x48(mm)694x974x4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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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실적주요 납품 및 시공 실적

소래습지생태공원전시관 (2)소래습지생태공원전시관 (1)

적성태양광발전소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인천청라1동주민센터 인천문학경기장

인천도시철도공사 인천샛별농장 인천서구청소년수련관 태안학암포해수욕장

경남동양물산 (1) 경남동양물산 (2) 영종수질복원센터 천안어린이집

기업은행기흥연수원 (2)기업은행기흥연수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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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실적주요 납품 및 시공 실적

안산단원어린이도서관서울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부천원미도서관

아산국립특수교육원

인천부평경찰서

김제태양광발전소 석천,동명태양광발전소 울산격동초등학교

피케이태양광발전소 시흥시햇살나눔발전소 인천청인학교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인천명현중학교 인천임학중학교 서울웃우물주차장 서울구파발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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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실적주요 납품 및 시공 실적

인천계산3동주민센터(2)

인천서창119안전센터

인천계산3동주민센터(1)

인천 (건물지원) 강운공업 인천청람초등학교 부천어린이집

부천시경로당 (23개소) 한국농어촌공사예천지보복지회관

한국농어촌공사안동일직면마을회관

서울시가리봉시장 서울시청소년직업센터 평택 LH 행복주택

한국농어촌공사 김포달뫼마을

양주어린이집 안산외국인복지문화센터

인천세어도어촌계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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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실적주요 납품 및 시공 실적

년도 발 주 처 설 치 장 소 수 주 실 적 (kw)

2014 년
이전

석천, 동명 태양광발전소 198.72

문학경기장 100.56

국립 특수교육원 58.72

김제 태양광발전소 100.16

인천대공원환경미래관 119.76

서구청소년수련관 110.00

임태양광발전소 199.45

울산 격동초등학교 134.21

인천체육고등학교 65.00

인천 만월 중학교 140.00

서울율현초등학교 160.00

남동국민센터 100.00

인천시중구 250.00

2015 년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103.50

인천대학교 인천대학교 103.00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 서창1 초등학교 145.50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가정2초등학교 161.00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 백석 초등학교 130.00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그린빌리지 장봉리 외 그린홈 (44가구) / 그린빌리지 (27가구) 213.00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강화 도농교류센터 40.50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수질복원센터 100.00

중소기업은행 기업은행 연수원 120.00

경기도 교육청 현촌 초등학교 150.00

미래창조과학부 영동 우체국 33.50

경기도 교육청 양주 유치원 9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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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납품 및 시공 실적

년도 발 주 처 설 치 장 소 수 주 실 적 (kw)

2016 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용현학익3 초등학교 130.80

강원도 고성군청 고성종합운동장 50.40

경기도 시흥시청 시흥 대야 어린이 도서관 48.00

인천환경공단운북사업소 인천환경공단운북사업소 50.40

인천광역시 교육청 송도 국제 유치원 74.10

인천광역시 교육청 학익 여자 고등학교 20.00

미래창조과학부 구로금천우체국 38.40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 첨단1 초등학교 131.10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 (65가구) 화성시 우정읍 외 그린홈 (65가구) 195.00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천 녹청자 박물관 21.00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 가정 유치원 60.00

인천광역시 중구청 인천 영종 역사관 41.00

2017 년

인천광역시 강화군청 강화군 경로당 31개소 93.00

인천광역시 교육청 북부교육문화센터 115.00

에너지관리공단 그린홈/그린빌리지 (67가구) 강화도 석포리 외 그린홈 (14가구) / 그린빌리지 (53가구) 206.30

인천광역시 서구청 가좌1동 주민센터 18.810

경기도 김포시청 사회복지시설 5개소 15.00

인천광역시 서구청 사월마을 52가구 161.20

경기도 파주시청 외 능산1리 마을회관 외 20.58

인천광역시 교육청 남희학교 155.6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남동 다목적 실내체육관 52.00

경기도 시흥시청 시흥시청 햇살나눔 발전소 102.60

3.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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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납품 및 시공 실적

년도 발 주 처 설 치 장 소 수 주 실 적 (kw)

2018 년

충청남도 예산군 보건소 예산군 보건소 88.40

인천광역시 교육청 명현중학교, 임학중학교 74.9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00.035

서울시설공단 구파발환승주차장, 웃우물 공영주차장 45.31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군 경로당 93.00

인천 부평경찰서 철마지구대, 청천지구대 19.04

경기도 여주시 여주시 경로당 31가구 97.185

인천시설공단 인천어린이과학관 30.00

경기도 부천시 원미도서관 99.465

경기도 시흥시 신현동 주민자치센터 20.00

경기도 안산시 단원어린이도서관,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 40.00

인천광역시 남동소방서 서창2지구 119안전센터 15.105

에너지관리공단 그림홈 / 그린빌리지 (117가구) 그린홈 (48가구) / 그린빌리지 (69가구) 362.70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지원사업 강운공업 외 4개소 135.04

인천광역시 교육청 청람초,당산초 78.00

경기도 부천시 어린이집 (5개소) 22.80

경기도 부천시 경로당 (23개소) 80.085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체험센터 11.97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예천지사 지보면 복지회관 10.26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안동지사 일직면 복지회관 18.81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김포지사 달뫼마을 18.525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천한빛초등학교 42.00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시장 11.97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3동 주민센터 65.00

그 외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지원사업 다수납품

3.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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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및 수상현황인증서 및 등록증

녹색기술 인증서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녹색기술제품 확인서 성능인증서 전기공사업등록증

중소벤처기업장관상 인천광역시장 표창장 ISO9001 ISO14001

특허증 특허증 특허증 MAIN-BIZ INNO-BIZ

특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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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증 및 수상현황국내 및 해외 인증서 (단결정/다결정)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설비의 보급촉진을 위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설비에 대하여 인증하는 제도

다결정 : SR66FH285 DSMU, SR66FH295 DSMU, SR66YH300 YKMU 

단결정 : SR66NH300 YKMO, SR66DH300 YKMO, SR66DH310 YKMO, SR66DH315 YKMO

코팅모듈 : SR66DH300C YKMO, SR66DH310C YKMO, SR66DH315C YKMO, SR66DH340C YKMO

유럽 TUV 인증 유럽 TUV 인증 유럽 CE 인증

유럽 TUV 인증서 : 

TUV 라인란드의 마크는 제품의

안정성, 품질 및 적합성을 인증 제도

CE인증서 :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 위생환경

보호와 관련된 유럽의 규격 조건에

부합하는 인증 제도



감사합니다. 인천시 서구 원전로 59번길 34(경서동)
Tel : 032-508-2891 / Fax : 032-508-28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