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40~460W 144 Half Cell Monofacial Module

뛰어난 내구성 
설중하중 5,400Pa로 설계되어 강화 유리와 특수 설계된 프레임을 적용,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도 뛰어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기업
1977년 설립 이래 국내 태양광 1세대 기업으로 신뢰성 있는 고효율 태양전지 및 
태양광 모듈을 생산합니다.

품질 보증
12년 제품 보증 및 25년간 85% 출력 보증, 장기간 꾸준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고효율 발전 제품
최대 20.67% 고효율 보장 및 0~3%의 +공차를 적용하여 고객에게 최대 가치를 제공합니다.

엄격한 품질관리
Anti PID 기술보유 및 설계에 적용, 국제 기준 품질관리로 기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고내구성 / 친환경 KS 인증
Pb(납) free의 친환경 태양광 모듈로써 고내구성 및 친환경 물성이 요구되는 설치 환경에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ex. 수상 및 영농형)

블룸버그 뉴에너지 파이낸스(BNEF)는  
에너지 시장경제의 변화와 이해를 돕는 것으로 정평이 난 글로벌 마켓리서치 회사입니다

탄소인증제 2등급 (1등급 9월 취득 예정)

안정적인 발전량 제공 
차별화된 구조 및 다이오드 구성으로 낮은 일조량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발전량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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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이엔지가 궁금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 상기 데이터는 STC(Standard Test Conditions)에서 측정하였습니다.   

M6 144 Half Cell Monofacial

태양 전지 작동 온도   41+-3 (℃)

α Δ 단락전류   +0.05

β Δ 개방전압 -  0.29% / ℃

γ Δ 최대출력 - 0.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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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분류 Class "C"

어플리케이션등급 Class "A"

염수분무시험 Level 8 예정 (IEC61701:2011)

적용규격 KS C 8561

보증

12년 제품보증

1년 동안 출력의 98% 보증

2~25년 동안 출력의 85% 보증 (연간 최대 0.54% 저하)

태양전지 단결정 PERC 태양전지

전면유리 3.2㎜ 고투과도 강화유리

정션박스 IP68

케이블 4.0㎟ 태양광 특수 케이블,  400~1200㎜

프레임 양극화 알루미늄 합금

▪모듈 사양

최대하중 550kgf/㎡ (5,400Pa)

작동온도 -40~+85℃

직렬퓨즈정격 20A

최대시스템전압 1500V

최대출력 허용 범위 0 ~ +3.0%

▪작동 조건 테스트

▪안전등급 및 인증

※ 본 카탈로그의 저작권은 신성이엔지에 있으며, 무단 전제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Ver.202104

출력 (Wp) 440 445 450 455 460
개방전압 (V) 49.51 49.74 49.97 50.2 50.43
단락전류 (A) 11.24 11.32 11.4 11.48 11.55

최대출력전압 (V) 41.61 41.81 42.01 42.21 42.41
최대출력전류 (A) 10.58 10.65 10.72 10.79 10.86

효율 (%) 19.78 20.00 20.22 20.45 20.67
크기 (mm) 1052 X 2115 X 40
무게 (kg) 24.5±0.2

항목(일반, 고내구성) SS-DM440 SS-DM445 SS-DM450 SS-DM455 SS-DM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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