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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NY PROFILE1

1989 년 설립, 등록 자본금 23 억 2900 만 위안

5G + 디지털 산업 및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솔루션 제공 업체

글로벌 500 대 신 에너지 기업, 100 대 신 에너지 기업

Nation Class Lighted Torch Plan에 집중된 하이테크 기업
국가 기술 혁신 시범 기업
전국 5 · 1 노동 대상 수상

EAST 5G 과학기술단지 (동관) EAST 본사 (동관)

중국 전역에 268 개의 대표 사무소,
전 세계 140 개국 이상의 파트너 및 고객

우수 상장 기업 (재고 코드 300376)



1989

MILESTONES1

Founded in Yangzhou 

City

Acquired the Schneider 

sharesSet up a Joint venture 
company with Schneider

2006
2009

2014
2019

Became a listed 

company

30th anniversary since 

established

2020

5G+ digital industry & 

smart energy provider



 개혁개방 40 주년광동성기업가

 광동성모범노동자상

 Westlake University 명예이사

 동관과학기술상시장상

 허페이공과대학 / 제남대학 / 양저우대학시간교수

 중국충전시설산업의뛰어난공헌자

 광동성에서가장사회적책임을다하는기업가

 포브스중국최고의 CEO

 중국전력공급협회 (CPSS) 부회장

 중국전력공급협회전문가위원회 (CPSSEC) 부회장

 중국인민정치협의회 (CPPCC)자선사회원

 중국시위안엔지니어링재단빈곤퇴치명예이사

 CPPCC 동관상임위원회위원

 홍콩이사대학평가위원

1 이사회및창립자회장

Professor He Simo

Founder



문화1

VISION

Centurial EAST, 영원한
브랜드

MISSION

VALUE STRATEGY

글로벌사용자에게
고품질의그린
에너지솔루션제공

국가, 명예, 
무결성, 혁신

5G + 디지털산업및
스마트에너지통합
솔루션제공업체



02

혁신적인힘



기술플랫폼2

동관의새로운 R & D 및
운영본부

시안 R & D 기지

청두 R & D 기지

난징 R & D 기지

 국가 공인 기업 기술 센터

 박사 후 기술 연구 워크 스테이션

 중화 인민 공화국 교육부 태양 광 시스템
공학 R & D 센터의 산업 기지

 광동성 학자 전문가의 엔터프라이즈 워크
스테이션

4 개의기술플랫폼

운영본부및
4 개의 R & D 센터



산업-통합-연구협력

East는국내외유명대학및과학연구기관 20 개이상과심도있는기술협력및
교류를이어가고있습니다.

'독립적 인 혁신과 생산, 교육, 연구의 통합'이라는 혁신적인 개발 경로를
실천합니다.

2



2 강력한 R & D 팀

1700 명 이상의 직원

1000 명 이상의 R & D 엔지니어

740 개 특허

3 개의 미국 특허

2 개의 유럽 연합 특허

60 핵심 기술

5%       Doctor
25%     Master
55%     Bachelor
15%     College



명예및인증 (일부)2

Nation Class Lighted 
Torch Plan에집중된
하이테크기업

중국기업경영특별
공로상

글로벌 500 대신에너지기업

광동성 100 대혁신기업

중국특허우수상

전국 5 · 1 노동대상 AEO
(공인경제운영자)

태양광산업의
50 대혁신기업



WORKSHOPS2



테스트센터및장비2

EMC 실험실 2000kW 부하장비 전자부하장비

고온 / 저온노화실 Anti-Islanding 테스트장치 온도및습도. 방



핵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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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업3

디지털산업

5G 전원공급장치, 

에지컴퓨팅,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컴퓨팅시스템

DO 
MUCH

BETTER

철도교통

모니터링,

연락,

전원공급장치,

민간항공, 소방

DO
MUCH 

BIGGER

스마트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시스템, 

EV 충전소,

PV 전력시스템

DO
MUCH 

STRONGER

AI

자동화시스템, AI 환경보호

시스템, 재생가능자원재활용

시스템, 인터넷플랫폼및

커뮤니티공유플랫폼

디지털산업및스마트에너지통합솔루션제공업체

5G + 기술지원, 스마트업그레이드로모든계층에도움

DO 
MUCH 
WIDER



5G+ DIGITAL INDUSTRY  3

5G 상용화는 산업 인터넷, 사물 인터넷, 
차량 인터넷 및 기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더 많은 수직 산업에 에너지와
지혜를 제공하고 모든 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킹 및 지능형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성장을 주도합니다.



디지털산업을위한주요솔루션3

도로노선기반주차솔루션 스마트교육솔루션

스마트빌딩솔루션 스마트파크솔루션 스마트병원솔루션 스마트에너지솔루션

디지털산업에서는클라우드컴퓨팅, 빅데이터, 사물인터넷및

기타기술을사용하여도시를정교하고지능적으로관리합니다.



DIGITIAL INDUSTRY SOLUTIONS  - DATA CENTER3

빅데이터및에지컴퓨팅을위한 East Prefabricated 데이터센터솔루션

（모듈형데이터센터, 통합전원공급장치, 배전, 에어컨,

지능형어레이캐비닛, 지능형모니터링시스템등)

MC8000 “module 
cube” modular date 
center

Easy cube i9 
micro data center

MC2000 “module cube” 
modular date center

MC6000 “module cube” 
modular date center



DIGITAL INDUSTRY-UPS 솔루션3

안정적이고효율적이며지능적인전원공급장치

(500 VA-1200 kVA UPS의전체범위)



스마트에너지-주요제품및솔루션3

태양광시스템

. 녹색과깨끗한

. 현장발전및전력공급

. 높은에너지품질

Charging system
• 녹색교통
• 빠른충전속도와고효율
• 지능형클라우드관리

Energy storage system
• 최대면도및밸리필링
• 비상전원
• 전력품질향상및안정성유지

전력망및인터넷기술과결합된태양광기술, 에너지저장기술, 
충전기술은원천오염을줄이고에너지구조를변경할수

있습니다.



스마트에너지-태양광발전3

다양한애플리케이션을위한온그리드, 오프그리드및하이브리드

PV 시스템



스마트에너지-온그리드 / 오프그리드 /
하이브리드태양광인버터3

1kW-2MW PV 발전솔루션의전체범위

(스트링인버터, 계통연계 / 오프계통 / 하이브리드인버터, 결합기박스등)



스마트에너지-에너지저장시스템3

PV 에너지저장
충전소를활용하는
배터리단계

储能系统解决方案데이터센터
에너지저장

변전소기반다중
스테이션융합

마이크로그리드 스마트배터리
교환스테이션

Application:

새로운에너지
발전소를위한
스토리지증가



스마트에너지-에너지저장제품3

에너지저장시스템솔루션

（에너지저장 PCS, 절연양방향 DC / DC 컨버터, EMS, 배터리시스템, BMS, 전력및환경모니터링

시스템등)



스마트에너지-리튬배터리저장3

Joint Venture

• 마이크로그리드핵심핵심

기술마스터

• 발전측, 그리드측및

사용자측을위한타겟시스템

솔루션제공

 East의 5G 전원공급장치, 엣지컴퓨팅, 데이터센터, 에너지스토리지
비즈니스의전략적배치와매우잘어울립니다.

 고객에게보다성숙하고완전하며비용효율적인에너지저장시스템
솔루션제공

• 선도적인리튬배터리기업

• 글로벌신에너지응용

분야를위한일류솔루션

제공에전념



스마트에너지-리튬제품3

Round battery Polymer battery Square battery

Battery system Battery management 
system

Battery module

Batteries/modules

Storage Pack

Solution

기지국백업전력
통합전원공급장치
하이브리드전원

UPS system
IDC system
Edge computing system

소규모 상업 에너지 저장 시스템
분산 에너지 저장시스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스템



스마트에너지-EV 충전소솔루션3

Grid
패드장착
변압기

저전압배전

Video
monitoring

Smoke 
detection

클라우드
서버

InSwitch

충전
모니터링 측정및청구 Video monitoring

모니터링
시스템
플랫폼

Mobile APP

GPRS Ethernet

AC 380V

AC10kV

AC380V/220V

AC380V
AC 380V

Electric bus

Electric 
vehicle

Electric 
vehicle

Ethernet

Ethernet / 
Wi-Fi



스마트에너지- EV 충전파일3

다양한전기자동차충전시스템솔루션

(옥외원스톱충전캐비닛, 올인원충전기, V2G 양방향충전기, DC 충전파일, AC 충전파일등)



스마트에너지-통합 PV 에너지저장충전솔루션3



스마트에너지-DAHOMA 배터리교체시스템3

EAST Dahoma배터리교환시스템은사물인터넷기술과리튬배터리 BMS 

관리기술을통합하고사용자충전을중앙집중식배터리교환으로대체하여

전기자동차의배터리수명문제를해결합니다. 지능형충전및교환을위한

캐비닛형태로사용자가자체충전하는원래모드는중앙집중식충전모드로

업그레이드되고도시전역에서변경됩니다.



철도운송 –제품및솔루션3

철도운송전원공급시스템솔루션

（통신시스템, 신호시스템, 저전압전원조명,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고전압트랙션제어, 스크린도어등)



AI –알파인텔리전트환경보호장비3

Alpha AI 지능형장치와인터넷온라인플랫폼을얼굴인식, 그래픽식별, 빅데이터및기타

첨단기술과결합하여사용하는지능형쓰레기분류및재활용장비는도시가정쓰레기의

상태를개선하고도시쓰레기분류및자원재활용문제를해결합니다.

I사물인터넷 + 스마트재활용모드



프로젝트참조 - UPS3

Jordan Telecom의
모듈형UPS

아프리카통신의
모듈형UPS

미국최초의무인지하철
용온라인 UPS
(하와이)

TencentIDC data 
center

중국CDMA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BaiduIDC data 
center



프로젝트참조 - PV3

태국의PV 
스테이션

아르헨티나의
옥상PV 시스템

말리의PV 
스테이션

과테말라의
계통연계형
인버터

홍콩 1.2MW 
태양광
발전소

1.26 MW PV 
스테이션



프로젝트참조–에너지저장3

EAST 1 MW / 8 MWh 에너지저장발전소 EAST 100kW / 500kWh 에너지저장
발전소

EAST 공장의 250 kW / 1.2 MWh 에너지
저장발전소

1MWh 컨테이너형저장충전소

PV 시스템을위한에너지저장 6 MW / 14.4 
MWh 프로젝트 (닝샤)

500kW / 1MWh 에너지저장발전소



PROJECT REFERENCE – EV 충전소3

남아시아에설치된
전기차충전시스템
솔루션

홍콩의전기자동차
충전소

HZMB 용충전소
(홍콩-주하이-
마카오브리지)

신장의전기자동차
충전소

버스정류장의전기
자동차충전소

Didi EV charging 
station



해외판매

Africa
14%

EU
15%

Asia
29%

Australia
1%

North America
1%

South America 
22%

3

East 제품은유럽, 아시아,중동, 아프리카, 호주, 북미 / 남미
140개국이상에서유통되고있습니다

ME
18%



사회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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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책임4

 COVID-19 발생 이후 East Group은 국내 병원 및
해외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전염병 예방 및 예방의
최전선에집중합니다.

 East는 전국의 유행병 예방 및 예방 병원에 천만
위안 상당의 의료용 전원 공급 장치 및 서비스를
기부하여 ICU, 수술실, 응급실, 구급차 및 인공
호흡기와 같은 부하의 전력 수요를 완벽하게
지원했습니다.

 이스트는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영국, 러시아,
브라질 , 인도네시아 , 베트남 , 말레이시아 ,
카자흐스탄, 칠레, 호주 등의 고객들에게 안면
마스크, 소독 용품, 인공 호흡기를 제공하며 해외
고객들을주시하고있습니다.



사회적책임4
East Group 및 He Simo 교수는국가교육, 
재난구호, 빈곤완화및기타공공복지
사업을지원하기위해총수천만위안을공공
복지에투자했습니다.

• He Simo 교수는 1,800 만위안을투자하여칭화대학교에“동부연구
혁신기금”을설립했습니다.

• East Group은“Guangdong East Charity Fund를설립하기위해 1200 만
위안을투자했습니다.

광동성에서 가장사회적 책임이있는 기업



4 사회적책임

과학과기술이국가에기여한다"라는개념을고수하여 East는긴밀한학교-기업파트너십을구축하여국가의
과학및교육에기여했습니다.

“동전력전자장학금 (교부금)”은국내 20 개이상의대학에설립되어연간 600 명이상의학생을지원하고
누적수는 10,000 명이상입니다.

저장대학교 46/5000
화중과학기술대학교

웨스트레이크대학교

허페이기술대학 난징항공우주대학 센트럴사우스대학교



해외대표단방문4

파키스탄인민당 Bassam • Salley
사무총장, EAST 방문

샌프란시스코시장, Alan • Pekins가
정부대표단을이끌고 EAST 방문

Mohammed • saqib, 인도-중국경제
문화위원회사무총장, EAST 방문

상무부국제공무원세미나
대표단 EAST 방문

상무부대외원조대사 EAST 방문 미국, 영국, 인도, 인도네시아등 8 
개국영사들이 EAST 방문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