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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koSolar Holding Co., Ltd.

Tel: +86 21 5180 8777
Fax: +86 21 5180 8600
sales@jinkosolar.com

Global Sales & Marketing Center

Tel: +86 793 858 8188 
Fax: +86 793 846 1152

Jiangxi Manufacture Base

Tel: +351 285 200 070

Por JinkoSolar Portugal Unipessoal LDA.

Tel: +86 0999 5305 999

Xinjiang Manufacture Base

Tel: +86 573 8798 5678
Fax: +86 573 8787 1070

Zhejiang Manufacture Base

Tel:  +60 4 2404 688
Fax: +60 4 2404 689
jinko.my@jinkosolar.com

Jinko Solar Malaysia Manufacture Base

Tel: +27 215 343 467
africa@jinkosolar.com

Jinko Solar South Africa Manufacture Base

Headquarters

Manufacturing Base

Europe

Tel: +1 415 402 0502
Fax: +1 415 402 0703
us@jinkosolar.com

JinkoSolar ( U.S. ) Inc.

Tel: +1 905 604 2527
Fax: +1 905 604 2687
canada@jinkosolar.com

JinkoSolar Canada Co., Ltd.

North America

Tel: +27 215 343 467
africa@jinkosolar.com

JinkoSolar (PTY) Ltd, South Africa.  

Africa

middleeast@jinkosolar.com

JinkoSolar Middle East  

Middle East

Tel:+56 2 2573 8537
latam@jinkosolar.com

JinkoSolar Chile SPA

Tel:+52 55 9171 1509
latam@jinkosolar.com

JinkoSolar Mexico S.DE R.L. DE C.V.

Latin America

Tel:  +86 10 5190 8000
Fax: +86 10 5834 1487

Tel: +81 (0)3 6262 6009
Fax: +81 (0)3 6262 3339

JinkoSolar China JinkoSolar Australia Holdings Co., Ltd.

Asia & Pacific

Tel: +39 051 298 8511
Fax: +39 051 571 274
italy@jinkosolar.com

JinkoSolar Srl, Italy

Tel: +49 (0) 891433246-0
Fax: +49 (0) 891433246-29
germany@jinkosolar.com

JinkoSolar GmbH, Germany

Tel: +41 41 748 0010 
Fax: +41 41 748 0019
europe@jinkosolar.com

JinkoSolar (Switzerland) A.G.

JinkoSolar Japan KK

Tel: +81 (0)6 6125 5553
Fax: +81 (0)6 6125 5977

Tel: +61 1300 326 182; +61 2 9893 1827
aus@jinkosolar.com

JinkoSolar Korea

Tel:+82 70 47594332
solarkorea@jinkosolar.com

JinkoSolar Osaka Office

The company reserves the final right for explanation on any of the information presented hereby.



2006 진코솔라 설립

2007 잉곳 생산 시작

2008 웨이퍼 생산 시작

2009 중국 최초 태양광 모듈 완전 자동 생산라인 운영

2010 태양광 업체 중 최단 기간 내 NY3E 상장 

2011 세계 유일의 이익을 내는 태양광 업체

2012 세계최초 PID free test 패스(85C/85%RH)

2013
2014 
2015 
2016

2018
2019

가장 빠르게 영업이익률을 회복한 태양광업체

2017 

세계최초 1000시간 PID FREE TEST 패스(85C/85%R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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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가능 태양광 브랜드 1위, 블룸버그 신재생 에너지 금융 기준 “최고” 모듈

4년 연속 모듈 출하량 전세계 1위

태양광 업계 최초로 RE100 선언

블룸버그 에너지(BNEF) 선정 "글로벌 파이낸싱 태양광 기업1위"
단결정 발전량 부문 1위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 시작

전세계 최대 규모 모듈 제조사로 등극

진코가 걸어온 길



 

비전 

에너지 믹스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든다

미션  
포괄적인 원스톱 클린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업계를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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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코 솔 라  ( N Y S E  :  J K S ) 는  전 세 계  탑 티 어  

모듈제조사이자 수직계열화 생산밸류체인을 갖춘 

혁신적인 태양광 기업입니다.

진 코 솔 라 는  발 전 소 용 ,  주 택 용 ,  상 업 용  제 품 ,  

솔루션을 중국, 미국, 일본, 영국, 칠레, 인도, 

남아공, 인도,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UAE,  

이탈리아, 프랑스, 벨기에 등 100+ 여개 국가에  

공급,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매우 혁신적인 태양광 기업으로서, 진코는

1 0 여 년 에 걸 쳐 견 실 한 글 로 벌 확 장 , 지 속 적 

인연구개발 혁신, 믿을 만한 제품 품질과 뛰어난 고객

서비스로 4년 연속 전세계 태양광 모듈 판매량 1위를

차지했으며, 5년 연속 《Fortune Magazine》중국 500

대 순위에 올랐습니다. 진코는 글로벌한 전략적 

포석이나 스마트 제조, 기술 혁신 등 방면에서 모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항상 글로벌 선두를 지키며 

업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진코솔라의 재무 강점은 안정적인 수익 구조에 

있 습 니 다 .  진 코 솔 라 는  눈 부 신  성 장 을  통 해  

프 리 미 엄  브 랜 드 로 써 의  회 사 가 치 를  높 이 고  

있습니다. 진코솔라는 책임있고 가치중심적인 

경영을 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성장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있습니다. 이는 신속한 프로세스와 

체 계 적 인  투 자 관 리 ,  원 가 관 리 를  통 해  

실현가능했습니다. 진코솔라는 전세계 태양광 

업계 내에서 가장 수익구조가 탄탄한 제조사 중 

하나입니다.

2019년, 14.3GW, 전년 동기 대비 25.4% 성장

하였습니다. 진코솔라는 완벽성을 추구하여 제품의

끊임없는 보완을 실행해 나감으로써 각 지역에서

보다 더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고, 지금까지 52GW

가 넘는 모듈출하량을 전세계적으로 달성했습니다.

지속적 성장

강력한 브랜드와 긍정적 기업 이미지는 탑티어 태양광 업체에게 

있어 중요한 성공요인입니다. 다양한 고객 구성은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반증합니다. 진코솔라 또한 끊임없이 고객군을 

다양화하고 기업이미지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품질 관리와 혁신적인 연구개발 역량을 통해 고객에게 더 

효율적인 모듈과 다양한 모듈을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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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강점
혁신의 리더

진코솔라의 목표는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고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진코솔라의 특허 및 

수 상  목 록 들 은  진 코 솔 라 의  성 과 와  혁 신 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진코솔라에 대하여브랜드 이미지 & 고객 믹스

Sh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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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코솔라 키포인트한눈으로 보는 글로벌 임팩트
 

생산/물류 네트워크 판매/서비스 네트워크 판매량

7 개 생산기지
20+ 개 물류창고

 30+ 개 영업망
100+ 개 국가에
고객 분포

 
2019 년 말까지
누적 52GW 출하 선적

 

2019 글로벌 판매 순위

 2019 글로벌 시장점유율  

12.6%

2019 년 연간 성장률  

123%

2019 판매량  

14.3GW

2019 직원수  

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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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
9.81GW 11.4GW 
2017 2018

1,2000 1,2000 
2017

 
2018

THE MOST BANKABLE 
태양광 모듈 메이커
재무건전성 12분기
연속 AA등급

2019 Top Solar 브랜드

10.4% 12.8% 
2017

 
2018

4.358억 RMB 9.695억 RMB  
2018

 
2019

2019시장 점유율 출처: BNEF

총 누적 52+ GW 모듈 출하 판매

7 개 생산기지, 전 세계 30+ 개 영업망

100+ 여개 국가에 고객 분포



진코솔라는 400+ 명의 업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인력을 갖추고 최첨단 R&D 센터와 UL 테스트 설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코솔라는 결정질 실리콘 기술을 집약하여 모듈효율을 안정적으로 높여 

비용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

꾸준히 업계 "최초·최고"를 유지하다

업스트림에서 사업을 시작했기에 진코솔라는 연구개발과 생산에서 최고의 노하우를 축적해왔습니다. 

저희는 하이퍼포밍 태양광 산업의 "엔진"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진코솔라는 R&D와 

최첨단 기술의 상업화를 통해 태양광 시장을 끊임없이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신기술 

발표를 통해 이를 증명해 왔습니다.

상업화를 위한 업스트림 혁신을 가져오다

진코솔라는 기술개발 단계부터 대량생산, 품질관리 및  제어까지 모든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제품이 출시되기까지 업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신소재 검증 프로세스는 한발 더 

나아가 신기술 및 제품 개발 프로세스와 통합 관리됩니다.

엄격한 연구개발 인증 심사

" 진 코 솔 라 는  효 율 , 수 율 , 성 능 ,

신뢰성 모두 업계 1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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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ype 단결정 전지

23.95%
2018.5

23.45%
2017.12

단결정 고효율 전지

단결정 고효율 전지

22.78%
2017.1

378.6W
2018.5

N-type 다결정  전지

22.12%
2018.12

N-type 단결정 전지

N-type 단결정 전지

24.2%
2019.1 P-type 단결정 전지

24.38%
2019.6

24.58%
2019.6

158mm 72셀 모듈

469.3W
2019.5

P-type 전지 모듈-60 셀

N-type 전지 모듈-60 셀

P-type 단결정 모듈

373.8W
2018.5

21.82%
2020.1

N-type  양면 단결정 모듈

22.49%
20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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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한 생산 능력

진코솔라의 생산 시스템은 회사의 통찰력 

있 고  복 잡 한  제 품 믹 스 에  맞 춰 져  

있습니다. 진코의 생산 시스템은 정밀 

스케줄링 및 솔루션,자동화 기능,자동화 

시 스 템 , 스 마 트  장 비  활 용  등 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생산공정의 지속적인 

개선과 단순화를 통해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생 산 장 비 의  실 시 간  모 니 터 링 ,  

분석진단을 통해 생산 Loss를 줄이고 

원가 절감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정밀생산

생산
진코솔라는 최첨단 셀, 모듈 기술을 

갖춘 7개의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진코솔라의 통합된 생산 

관리 시스템은 단지 높은 수준의 제품 

품질과 안정성을 담보할뿐 아니라, 

수요 변화, 경험 곡선에 따른 성장, 

짧 아 진  제 품 주 기 에  유 연 하 게  

대응합니다.  선진화된 생산 능력으로 

진코솔라는 고객의 니즈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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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코솔라는 제조 공정 제어, 발달된 모니터링 시스템, 종합적인 공정 제어 시스템을 가동함과 동시에 빅데이터 수치를 결합하여 생산라인의 

배치 및 설비의 운행을 최적화 시키고, 최고효율을 유지해 나갑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스마트 생산 시스템은 설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변수를 

최소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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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IN SN SOLALAR

생산 자동화

높은 수준의 자동화

자동화 생산 공정은 수작업을
최소화 합니다

최적화된 공정

컨트롤 및 공정효율적인 생산라인 
개선개

스마트 생산

코솔라의 스마트 생산 시스템은 진코솔
빅 데이터를 처리함과 동시에, 빅 
발견되지 않은 문제 또한 인식하고 
개선시킵니다.

혁신적 설비 구성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설비 및 
시설 구비.

전문인력

고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으로
최최고의 품질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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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코솔라의 경영 철학은 '품질이 곧 경쟁력이다'입니다. 진코솔라는 품질관리 시스템 및 R&D, 생산, 효율적인 고객서비스 

프로세스를 통해 토탈 품질 관리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신뢰성있는 품질과 고객 만족 서비스는 진코솔라의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수한 생산공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지능화,  

정보화 및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진코솔라는 MES 

시스템을 통합해 품질 정보를 생산하고 통계를 분석하며, 시시각각 

감시 및 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SPC시스템 및 

실시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검사하는 등 품질에 대한 통계및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QIS와 MES의 시스템 결합은 상호 

데이터 연결을 구축시키고  SPC와 경고시스템은 RTM과 사전 

경보를 통해 이상신호를 발견해내고 매커니즘을 보완합니다.

품질

토탈 품질 정보 기술 관리 시스템

진코솔라의 완벽한 문제 처리 및 제조·품질 관리는 일단 문제가 

발견되면 자재 공급, 배터리 모듈 제조, 실시간 생산 공정 

모니터링, 테스트에서 신뢰성 효과 등의 단계에 걸친 즉각적인 

솔루션으로 상품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제품 고장, 재료, 전기 

성능, 물리화학 분석은 결정과 에너지의 품질 통제관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코솔라는 적극적인 투자와 세계 최고 

기술 수준 중 하나인 UL인증랩을 건설하였습니다. 현재 업계 최고 

테스트와 분석장비를 갖추고 있어 품질 관리 인프라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선진화된 UL인증 실험실

진코솔라는 모든 자재 공급 업체에 대해 정기적으로 심층적인 검증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재 공급 업체가 반드시 부합해야 하는 

품질 시스템 요구사항을 고시하여 우수한  자재 공급 업체의 제조 

출하 품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혁신적인 통계 방법을 

추진하여, 비교적 우수한 품질 관리로 오퍼레이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운용 범위에는 원재료, 공장사무, 계측과 

제작설비, 실리콘 판, 배터리 및 모듈 안시검사 허용수준, 전기 

성능 허가 수준 및 안정성 테스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품질관리

품질 인증

진코솔라는 모든 원자재 및 관련 데이터를 10년간 보관하고 

있습니다. 바코드를 활용해 제품 추적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으며 관련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 추적 관리

진코솔라 품질 관리 인프라의 목적은 오점 없는 제품 제조입니다. 

진코솔라의 제품은 고객들의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안정성있는 

제품으로써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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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팅

922 0 90 1 9BUILDDING00 11
      YOUR USTUR TRU
  IN SOLALAR

종합적 품질관리

진코솔라의 품질 공정 인프라는 
벨류체인에 걸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01

03

02

04 05

집중 품질 테스트

든  셀 과  모 듈 은  의  모 든진 코
달 되기 전 시각적, 분들께 전달 고객분

물리적, 기계적 적, 전기적, 물광학적
적 합  기 준 에  에  관 하 여  적 합속 성 에

테 스 트 를  하 는  4 8 가 지  테부 합 하 트 를
야 합니다.통과해야

인증된 품질 관리

증 및어 장비, 인증최첨단 품질 제어
전 문담 당 하 는  전방 법 ,  검 수 를  담

습니다.인력을 보유하고 있습

데이터 기반의 품질관리 

모든 품질 제어 데이터는는모든 는 향후 
석 과  추 적 이  가 능능 하분 석 도 록  

워크와 테스트트 센센터에 기네트워워크 기록, 
저장됩니니다다.연결 및및 저장

지능형 품질 모니터링

정 전체가 스마트 시스템으로 공정 

운영되어 모든 장비 및 프로세스 

실 시 간  모 니 터 링  되 며 ,  설 정  

외 의  오 차 가 는  경 고  혹 은  이 외 의  오

중지 됩니다. 자동으로 일시 중지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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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서비스
진코솔라는 양질의 고객 서비스가 고객 만족도와 충성도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믿으며, 본래의 

고객분들을 유지함과 동시에 새로운 고객분들을 유치하면서 고객분들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코솔라는 전문적인 서비스 팀을 구비하고 있으며, 고객분들께 세계 최고 수준의 고품질, 

고효율, 전문화된 기술 서비스 지원, 사후 문제 솔루션, 교육, 컨설팅 등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진코솔라는 세계 선두를 달리는 실리콘 태양광 모듈 제조사로서, 각지의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글로벌 생산, 물류, 판매 및 서비스망을 확대하는 데 계속 주력할 것입니다. 진코솔라는 수십 년의 태양광 

에너지 업계 경험을 가진 서비스 팀을 보유함으로서, 전세계 현지 고객들의 언어 및 현장과 동일한 

시각으로 적시에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나가며 솔루션을 제공할 것입니다.

글로벌 네트웍, 지역적 지원

진코 솔라는 고객의 의견과 건의를 매우 중시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니즈를 충분히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매년 비·정기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합니다. 진코솔라는 매년 고객들에게 온라인 조사나 일대일 

인터뷰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와 동시에 불만 관리 시스템(CCM)을 운영하며 모든 고객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즉각적인 솔루션을 확보할 것입니다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클레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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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해남시

58MW 2019년

육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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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동 지닝 수상태양광 프로젝트

100MW 2018년 5월

수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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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에미리트 태양광 프로젝트
1177MW.  2019년 4월
육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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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대형 지면 발전 프로젝트

106MW 2017년 8월

육상형

28
* Owned by Scatec Solar and Google



일본 오사카

1MW 2015년 10월

수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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