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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 피머(FIMER),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서 솔루션 선봬 

• 피머는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에 참가하여 방문객들에게 태양광의 새로운 시대의 

포용을 알렸다. 

• 2021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전시장에서 개최된 이 행사는 

오프라인 및 온라인에서 2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참여했다.  

• 피머는 다양한 태양광 인버터와 EVI 솔루션을 선보이며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3020 

계획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입증했다. 

• 피머는 중소규모 상업용 (C&I) 태양광 부문에서 입지를 강화하며, 방문객들에게 

스트링 인버터의 높은 품질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탈리아의 태양광 인버터 제조업체인 피머는 2020년 ABB 태양광 인버터 사업의 

공식적인 인수합병에 이어 한국의 주력 PV 박람회인 국제 그린에너지엑스포에 

참가했다. 이 행사는 2021년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대구 엑스코 동관전시장에서 

진행되었으며, 현장과 온라인에서 2만 명이 넘게 참여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2020년 4.1GW의 태양광을 기록한 한국의 탄소중립 

추진은 더 강하게 도약하고 있다. 피머는 EVI 솔루션과 함께 중소규모 상업용(C&I ) 

및 대형 발전소 규모를 위한 포괄적인 태양광 인버터를 선보였다. 

 

피머코리아 안준범 대표는 "국내 최대 태양광 박람회에서 피머를 성공적으로 

선보이며 기존 고객과 다시 소통하고 새로운 설치업체와 EPC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선보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시장에서 가장 광범위한 태양광 

인버터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피머는 한국의 탄소중립 달성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전했다. 

 

세계 4대 태양광 인버터 솔루션 제조업체는 부스에서 피머브랜드 이벤트 

참가자들을 매료시켰으며, 태양광의 새로운 시대의 포용을 알렸다. 방문객들은 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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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TRIO-50.0-TL, PVS-175-TL, PVS-50-TL, REACT 2 등 피머의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스트링 인버터의 '라이브' 시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2021년 4분기까지 새로운 PVS-10/33-TL 3상 인버터 제품군도 선보였다. 

 

그는 "피머는 한국 중소규모 상업용(C&I ) 부문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당사의 경쟁력 있는 3상 스트링 인버터 라인은 중소형 태양광 발전소에 고효율, 

설치 용이성 및 빠른 투자 수익을 제공한다. FIMER의 모든 스트링 인버터는 

이탈리아에서 만들어졌으며, 방문객들에게 직접 제품 품질을 경험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 할 수있었다. 또한 피머의 광범위한 솔루션, 우수한 제품, 창고 및 물류 

솔루션이 고객에게 태양광 설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우위를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FIMER의 새 시대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fimer.com/ko/newer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개   

FIMER (피머)는 세계 4위 규모의 태양광 인버터를 공급하는 글로벌 리더입니다. 태양광 
인버터 및 모빌리티 시스템을 전문으로 하는 이 회사는 전 세계에 1100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모든 응용 분야에서 포괄적인 태양광 솔루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 PIMO의 
R&D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서 보여지는 과감하고 민첩한 접근방식으로 인해 기술력이 더욱 
향상되고 있다. 지역 교육 센터 및 제조 허브와 함께 25개국에 진출한 피머는 고객과 
끊임없이 진화하는 역동적인 에너지 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20년 1분기에 ABB의 태양광 인버터 사업을 인수하여 통합한 후, 새로 인수한 태양광 
인버터 포트폴리오는 상표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ABB 브랜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www.fimer.com/ko 
 

    
 

 

자세한 내용은 하기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FIMER코리아 

431, 강남구 테란로 

서울, 대한민국 

https://www.fimer.com/ko 

Chen Minming 
Regional Marketing Communications Manager, A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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