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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협흠(홍콩, 03800)
(세계 최대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 업체)
기업개요

보리협흠은 2006 년 10 에 설립되었으며 2007 년 11 월 홍콩 증권 거래소(3800. HK)에
상장되었다. Zhu Gong Shan 가에서 약 3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회사는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쑤저우와 쉬저우에 행정 센터가 있다. 고품질의 비용 효율적인
원자재 폴리실리콘 및 실리콘 웨이퍼를 제공하고 있다. GCL-Poly(보리협흠)은 GNE 라는
자회사를 통해 전 세계 여러 태양열 농장을 수유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개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수년간의 확장 및 개발 끝에 GCL Poly(보리협흠)은 세계
최고의 태양전지 재료 공급 업체가 되었다. GCL-Poly 의 R&D 및 생산 및 판매 팀은 10 년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과 운영을 통해 개발한 독자적인 폴리 실리콘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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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현황
GCL-Poly 는 대규모 산업 선도 폴리 실리콘 생산 기술을 사용하여 잉곳 및 실리콘
생산에 필요 되는 폴리실리콘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약 35GW 실리콘 웨이퍼, 40GW
태양광 칩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낮은 전력 비용의 이점과 독점 실리콘 소재 기술을
바탕으로 초대형 청정 폴리 실리콘 생산으로 1 차 실리콘 소재 제조업체로서 뚜렷한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쉬저우 공장에서는 폴리실리콘 연간 70,000MT 까지
생산할 수 있다. 쉬저우 공장에서 FBR 기술을 활용하여 태양광 단결정 중심의
Granular silicon 생산을 올해안에 10,000 톤 이상으로 늘릴 것이다.
2019 년 GCL-Poly 의 폴리실리콘 및 웨이퍼 총 생산량은 60,273MT 와
31,852MW 였다. 2019 년 매출은 192.5 억위안이다. (-6.4% Y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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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제품은 크게 폴리실리콘, 실리콘 웨이퍼, 태양열 농장(전력) 3 가지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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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년 상반기 회사는 코로나 19 의 발생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폴리실리콘 가격 사상 최저치 하락 등 다양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어 약 19.96 억 위안의 적자를 보고 있다.
실제 반기 실적을 보면 폴리실리콘, 웨이퍼 셍신량 또한 작년 반기 대비 전부 하락하여 실적이 좋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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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L-Poly 의 과학 연구팀은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태양광 전문가와 학자를 보유하고 있다. 해외 연구 배경이 풍부한 젊은 학자, 박사
및 석사 졸업생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적 수준의 R & D 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R & D 인력의 도입 및 교육을
중요시하며, R & D 인력의 성장과 개발을 위한 광범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2019 년 10 월 3 일 빈센트 쇼 – 페로브스카이트 https://www.pv-magazine.com/2019/10/03/gcl-wants-a-1-gw-perovskitecell-production-line-in-place-by-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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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L Nano Technology’s 의 Fan bin 은 페로브 스카이트에 대한 GCL 의 작업에 대해 논의하면서 자사의 회사 실험실에서
페로브스카이트 대형 패널 광전효율이 16 % 효율을 달성했으며 올해 말까지 18 %를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019 년 3 월 15 일자 기사 https://www.wsl-solar.com/Product_News/2019/0304/PV-modules.html
최근 GCL Group 의 자회사 인 Suzhou GCL Nanotechnology Co., Ltd. (GCL Nano 라고 함)는 10MW 규모의 대 면적 페로브 스카이
트 태양광 모듈 파일럿 생산 라인 구축에 앞장서 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관련 재료 합성 및 제조 공정의 수, 100MW 생산 라인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페로브 스카이트 PV 모듈의 상업 생산은 2020 년까지 달성될 예정입니다.
GCL Nano 의 10MW 파일럿 생산 라인에서 제조한 페로브 스카이트 PV 모듈의 크기는 (45cm * 65cm)이고 광전 변환 효율은
15.3 %에 이른다.
현재의 단점에는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 전지 모듈은 크게하기 어렵다. 현재의 지역 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페로브 스카이트 셀은 매우
작고, 대량 생산하기가 어렵다. 둘째,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광 모듈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그 코어 층의 온도 및 습도가 외부
영향에 민감하며 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GCL Nano 시험 생산의 페로브 스카이트는 태양광 모듈의 위의 두 가지 주요 결함을 극복하였다고 한다.
첫째, GCL Nano 의 10MW 파일럿 라인에서 제조한 페로브 스카이트 PV 모듈의 크기가 45cm * 65cm 에 달해 대규모 발전소
프로젝트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모듈의 작동 수명은 25 년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GCL Nano 는 모듈 면적을 1m * 2m 로 확장하는 100MW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듈의 광전 변환 효율은 18 %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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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2 분기 말 이후 폴리 실리콘 가격이 상승하여 회사의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할 것이다. 코로나 이후 국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불구하고
태양전지(PV) 산업은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기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지속적으로 태양광 업계에서 선도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밝혔다.
2019 년 PV 설치용량은 121.35GW 로 16.8% 증가한 바 있다. SolarPower Europe(SPE)에 따르면 글로벌 PV 산업의 연간 설치
용량은 2020 년 138.8GW 에서 255GW 로 증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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