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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회사소개

· 회  사  명 주식회사 칼선

· 설  립  일 2017 년   06 월   01 일

· 대표이사 안 용 진

· 사업자 등록번호 167 - 86 - 00796

· 법인 등록번호 284111- 0174105

· 회사주소 전남 나주시 혁신산단5길 31-18

· 주요시설 BIPV모듈 제조공장, 항공특수조명 제조공장, 기업부설연구소

사업분야

- BIPV모듈

- 컬러 BIPV 모듈

- 일반 PV 모듈

BIPV 모듈
사업부

- 헬리포트 시스템   - 활주로 임시폐쇄안내 시각 보조시설   - 항공장애표시등 제어반

항공특수조명
사업부

- 건물지원

- 주택지원

- 설치 의무화

지원사업

- 방폭 LED 항공장애표시등   - LED 항공장애표시등   - 태양전지식 LED항공장애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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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ND BUSINESS FIELD 
회사소개 및 사업분야 



01 HISTORY
회사연혁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상장

· 한전 트러스트 파트너 인증 획득

   ·

 

글로벌 IP 스타기업 지정

·지식재산 경영인증

 

 

 

2021

 

 

 

  

 

 

 

 

 

 

 

·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

· SwissINSO Kromatix 고효율 BIPV용 컬러 

Glass 공급계약 체결

·건식공법 BIPV 특허출원

·건식공법 BIPV 프레임 특허출원

·K-STAR기업 지정(한국산업기술시험원)

· BIPV 공장 증축

·에너지특화기업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 (한국기업데이터)

·전남스타기업 지정

 

 

 

 

 

 

 

 

  

·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창업기업확인 등록

· IECEx(국제방폭)인증 획득 (방폭형 표시램프,스위치)

· ATEx(유럽방폭)인증 획득 (방폭형 표시램프,스위치)

· KCs 안전인증 획득 (방폭형 표시램프,스위치)

· KS인증 획득 - KS C 8567 : 2019 태양광 접속반

·성과공유기업 확인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표창

(제품안전관리 유공자 수여)

· BIPV용 태양광 모듈 특허등록

·KALSUN 상표등록

2020
· 태양전지모듈 제조설비 라인 구축

· 한국전력공사 유자격등록 (신뢰품목 - 태양전지식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 G-PASS 기업 선정

· MAINBIZ 인증 획득

· INNOBIZ 인증 획득

· 태양광모듈 RoHS 인증 획득

 

 2022
·

 

조달청 태양광발전장치 물품 등록

·

  

첨단기술제품 확인

·

·

·

·

첨단기술기업 지정 (강소특구)

·

·

IBC CELL 태빙머신, IV TESE 머신, 태양광 라미네이터 도입

금속창호공사업 면허취득

ISO 45001 인증

(주)한국항공조명 → (주)칼선 법인명 변경  

BIPV 200W 건물일체형 태양광 KS 인증 획득

 

(고효율 리플렉터를 적용한 항공장애표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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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 IECEx(국제방폭)인증 획득 (방폭형 항공장애표시등)

· ATEx(유럽방폭)인증 획득 (방폭형 항공장애표시등)

· INMETRO(브라질방폭)인증 획득 (방폭형 항공장애표시등)

· KCs 안전인증 획득 (방폭형 제어판넬)

· IECEx(국제방폭)인증 획득 (방폭형 제어판넬)

· ATEx(유럽방폭)인증 획득 (방폭형 항공장애표시등)

· INMETRO(브라질방폭)인증 획득 (방폭형 제어판넬)

· KCs 안전인증 획득 (방폭형 제어판넬)

· 방폭 저광도B형 항공장애표시등 KOLAS 성적서 획득

·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 ISO14001 인증 획득

· 방폭 중광도B형 항공장애표시등 KOLAS 성적서 획득

· 나주 2공장동 준공

· 고광도 항공장애표시등 KOLAS 성적서 획득

· 국방벤처 협약기업 지정

·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2018
· 저광도B형 항공장애표시등 KOLAS 성적서 취득

· 본사 및 공장 이전 (경기도 남양주 -> 전남 나주시 혁신산업단지)

· 25M 암실 구축 및 배광시험 측정기 설치

· 방폭 LED항공장애표시등 디자인 등록

· 중광도B형 항공장애표시등 KOLAS 성적서 취득

·  한국전력공사 유자격등록 

(신뢰품목 - 태양전지식 LED중 

· 저광도 항공장애표시등 디자인 등록

· KS인증 획득 - KS C 7714 LED항공장애표시등

· 중광도A형 항공장애표시등 KOLAS 성적서 획득

2017
· 주식회사 한국항공조명 설립

· 기업부설연구소 인증

· ISO9001인증 획득

· 벤처기업 인증 획득



경영위원회

혁신 R&D센터

· 항공, 해상, 방폭등화

· IoT, ICT 기술

· 에너지 신사업 융합과정

· 태양광 모듈

· BIPV

· 국내 영업

· 해외 영업

 · 항공장애표시등

 · 헬리포트

· 특수조명

품질경영팀

대표이사

경영지원팀 태양광생산팀 서비스사업팀

영업팀 공무팀 생산1팀 (제어반) 생산2팀 (등기구)

· 인사, 총무

· 경리, 회계

· 기획, 홍보

· 자재 구매 

 · 제어반, 감시반 

 · 접속함

 · 감시시스템 

 · 무선제어 

 · 태양광 모듈 및

  접속함 공사, 설치

마케팅팀

 · 홍보물 디자인

· SNS 마케팅

  

    

· 설치지도

· 고객불만대응

· 현장 A/S

01 ORGANIZATIONAL CHART
회사조직도

안정된 인력구성
- 태양광 업계 다년간의 경험을 통하여 핵심 역량을 비축한 인력들이 결합된 기업으로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고객의 요구와 시장의 흐름에 그 어떤 경쟁사보다 신속하게 대응 기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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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국방벤처 협약기업 확인서

MAINBiz 인증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대회
금상수상(관통형항공장애표시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기술기업 지정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서

INNOBIZ 인증

한전 트러스트 
파트너 인증

2018년 글로벌
자랑스러운 인물 대상

벤처기업 확인서 

성과공유기업 확인서

지식재산 경영인증서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상장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창

창업기업확인서

기술역량 우수기업 인증서 
(한국기업데이터)

01 CERTIFICATES
인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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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글로벌 IP스타 기업 지정서

에너지특화기업지정서
 (산업통상자원부)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전남스타기업 지정서

태양광모듈 RoHS 인증

수출유망중소기업 

전기공사업면허 등록증

ISO9001 인증서

K-STAR기업 지정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G-PASS 기업 지정서

ISO14001 인증서

CERTIFICATES
인증현황01

KS 인증서
태양광 발전용 접속함

특허증
(BIPV용 태양광 모듈)

상표등록증
(KALSUN)

KALSUN 60W 모듈
시험 성적서

KALSUN 100W 모듈
시험 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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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SUN 200W 모듈
시험 성적서

KALSUN BIPV 150W 모듈
시험 성적서

KALSUN BIPV 160W 모듈
시험 성적서

KALSUN BIPV 170W 모듈
시험 성적서

01 CERTIFICATES
인증현황

     Quality management system

     Standard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system

      친환경 모듈 - 유해물질제한지침 인증 획득

 *커튼월, 스펜드럴 외 다양한 type 제품군 제조 및 시공

- 06 -
KALSUN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 Voltaic) system
건물일체형 태양광 시스템으로 건물 외벽 건축자재 역할과 전력 생산으로 태양광 발전의 기능을 동시 수행

02 ZERO ENERGY BUILDING
제로 에너지 빌딩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용

- 여름철 냉방 부하 등으로 인한 전력 피크 완화

- 환경친화적인 건물 외장요소로 건물 가치 상승

친환경적

- 건축 외장재 대체로 건설 시 비용 절감

- 생산지와 소비지가 동일해 낮은 전력 손실

경제적

- 건물 디자인 요소로 활용하여 심미성 상승

- 별도의 설치 부지 필요 없음

- 건물과의 조화로 건물 부가가치 향상

미적 기능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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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ss to Glass Honey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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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일반 BIPV 구조 설명

KALSUN BIPV _ G to B, G to G

KALSUN BIPV _ G to B

KALSUN BIPV _ G to G

저철분강화유리01 PVB FILM(충진재)02

Solar Cell03 PVB FILM(충진재)04

G to B - Back Sheet
G to G - 일반강화유리05

- 건물 외벽의 마감재로 주로 사용되는 BIPV 모듈로 모듈 뒷면을 BACK SHEET로 

   적용하여 모듈의 효율을 향상시킨 type

모듈의 뒷부분에 벌집 구조의 Honeycomb 판넬을 배치하여 

흡수 표면과 커버 플레이트 사이의 공기의 자연 대류 열 손실을 

제거 할 수 있으며 복사 손실을 크게 줄이고 열 변환 효율을 

크게 향상시킴

- 장점 : G to G와 비교했을때 가격이 저렴하고 무게가 가벼운 장점이 있음

- 건물의 천장이나 Curtain Wall 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BIPV 모듈로 모듈 뒷면을 

   GLASS로 적용하여 빛이 투과 되어 건물 내부에서 수광이 가능한 type

- 장점 : 채광이 좋고 외관이 수려함

KALSUN Honey Comb GtoG 

- TECHNOLOGY

   고효율의 솔라셀 사용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도 높은 성능 

   높은 투과율의 저철분 강화유리 

   일반 BIPV 모듈 대비 경량 

   시공 간편 

   차음효과 우수, 내진시험 통과

- KEY

   알루미늄 프레임의 높은 안정성 

   높은 품질의 정션박스와 커넥터 시스템

   점검을 통한 태양광 시스템으로 100% 품질 보장

- SAFETY

   염분으로 인한 부식 방지 

   암모니아로 인한 부식 방지 

   불에 의한 위험 방지

KALSUN BIPV 모듈은 주문제작 건으로 원하시는 사이즈로 제작이 가능하며, 모듈 출력은 사이즈별로 달라지게 됩니다.



컬러 ( 아래 컬러 이외에도 BIPV 컬러 맞춤 제작 가능 )

세라믹 도트

*모든 색상 구현 가능

02 BIPV COLOR

최대전압(Vmp)구     분 최대전력(Wp) 개방전압(Voc)최대전류(Imp) 개방전류(Isc)

Kalsun 

BIPV 

color 모듈

130 16.2 8.0 19.2

size : 1,365 * 875mm 
두께 및 무게는 타입(GtoB, GtoG, GtoHc) 에 따라 상이

8.4

전력허용오차 : ±10%, color에 따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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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ORANGE

YELLOW

GREEN

BLUE

NAVY

PURPLE



03 KALSUN BIPV 공법  

- 기존의 모듈 프레임의 경우 건축물의 심미성이 떨어지는 효과를 불러오며, 

   빗물에 의한 태양광 모듈 하단에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BIPV 모듈 정면에서 보이는 프레임의 노출을 

   최소화하는 제로프레임 BIPV 태양광 모듈을 개발하여 단점을 보완함. 

   

- 평균 시중에 판매되는 프레임의 경우 최대 40mm정도로 노출되는데, 

   당사의 제로 프레임은 전혀 노출되지 않도록 제작 함.

KALSUN ZERO FRAME (특허출원)
제로프레임 BIPV 태양광 모듈

건식공법(특허출원)
실리콘이나 콘크리트 등을 사용하지 않고,  특수 제작된 프레임과 클램프를 이용해 고정 시키는 공법

 - 클램프에 의해 단위 모듈로 지지되므로 상부의 하중이 하부로 전달되지 않음

 - 모듈 후면에 공간이 형성되어 열류작용을 감소시켜 단열효과를 높이고 벽체내부의 결로를 어느정도 방지

 - 단위 모듈로 이루어져 보수공사가 쉬움

 - 시공이 빠르며 가장 간단한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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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PV 모듈

60Wp

태양광전지모듈 국내 직접 생산

최대전력(Wp) 60

최대전압(V) 18.2

최대전류(A) 3.30

개방전압(V) 22.2

개방전류(A) 3.45

전력허용오차(%) ±3

크기(mm) 690*505*30mm

※위 모듈은 KALSUN의 대표 모델로 이 외에도 다른 전력의 모듈 제작 가능

100Wp

태양광전지모듈 국내 직접 생산

최대전력(Wp) 100

최대전압(V) 18.2

최대전류(A) 5.50

개방전압(V) 22.6

개방전류(A) 5.98

전력허용오차(%) ±3

크기(mm) 900*664*35mm

※위 모듈은 KALSUN의 대표 모델로 이 외에도 다른 전력의 모듈 제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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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Wp

태양광전지모듈 국내 직접 생산

최대전력(Wp) 200

최대전압(V) 36.7

최대전류(A) 5.45

개방전압(V) 45.1

개방전류(A) 5.89

전력허용오차(%) ±3

크기(mm) 1160*992*35mm

※위 모듈은 KALSUN의 대표 모델로 이 외에도 다른 전력의 모듈 제작 가능

600Wp

태양광전지모듈

최대전력(Wp) 600

최대전압(V) 37.4

최대전류(A) 17.30

개방전압(V) 41.6

개방전류(A) 18.45

전력허용오차(%) ±3

크기(mm) 2172*1303*35mm

※위 모듈은 KALSUN의 대표 모델로 이 외에도 다른 전력의 모듈 제작 가능

06 PV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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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혁신산단5길 31-18

FAX 

TEL

ADD

58296

E-MAIL 

WEB 

061-336-7748

061-337-7784

solarcell@kalsun.co.kr

www.kalsun.co.kr

최고의 기술과 품질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 나갑니다.

고객최우선, 전문성, 혁신성,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품질로 제품을 생산하고 

앞서 나가는 신기술 개발로 고객만족과 감동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