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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개 

- 회사명과 기업비전 소개 

- 회사 연혁 

- 사업실적 



1. 회사 소개 

- 회사명과 기업비전 소개 

繼 明 
이을 계 밝을 명 

- 명덕의 뒤를 이음 
 

- 덕이 높은 천자(天子)의 사업(事業)을 이음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2013년 7월 설립 

- 싞재생에너지 관련 붂야인 태양광 발전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업의  
 
  발전적인 모델을 제공하여 국내외 투자자와 회사의 동반성장을  
   
  기업 성장 목표로 삼고 있는 싞재생에너지 기업입니다. 

 기업 비전 



1-2. 회사 연혁 

- 연혁 ( 2013~2020) 

7월 계명솔라 주식회사 설립 
 
9월 순천 태양광발전소  
      1,000Kw 건설 및 상업발전 
 
12월 계명솔라 해남 발전소      
       부지선정 1000Kw 급 

9월 경남 거창 마리 1발전소 건설,상업발전 375Kw급 
 
4월 계열사 설립– ㈜계명솔르 농업회사법인 
 
6월 ~ 2016년  1월  , 100Kw급 
경남 거창 마리 제2 발전소 부지선정 및 건설,상업발전중 
 
11월 ~ 2015년 3월  , 945Kw 급(버섯재배사형) 
완도 발전소 부지선정 및 건설 

2013 2014 

3월 계명솔르 완도 태양광 발전소 상업발전 

2015 

2월 ~ 2018년  3월 ,  1,300Kw 급 
전남 화순 발전소 부지선정 및 건설, 
매매완료 
 
6월 ~ 2017년  1월  , 1,000Kw 급 
전남 순천 별량 발전소 부지 선정 및 
매매완료 
 
7월 전남 광양 발전소 부지선정 및    
      매매완료 2,000Kw급  

2016 



1-2. 회사 연혁 

- 연혁 ( 2013~2020) 

9월 순천 금성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진행 3,500KW 급 
 
11월 장흥 용곡리 발전소 개발행위 허가진행 2,000Kw 급 
 
11월 ~ 2019년  1월   2,600Kw 급 
강원 강릉 고단리 발전소 부지선정 및 개발행위 허가 완료 

2월 ~ 2018년  9월 5,000kw 급 
강원 양양 장리 부지선정 및 개발행위 허가진행  

2017 2018 

3월 ~2019년 7월 충남 예산 500Kw급      
                        개발행위완료   
 
7월 ~2020년 1월 전북 진안 400Kw급  
                        개발행위완료 

2019 

1월 충북 제천시 1,000Kw 급 부지 선정 
 
2월 평창 대화면 2,000Kw 급 부지 검토중  

2020 



1-3. 사업실적 

- 사업실적 – 순천 (별량면) 태양광 발전소 

위치 : 전남 순천시 별량면 두고리 301-2 

▶ 매매완료 

< 순천 태양광 발전소 1MW > 



1-3. 사업실적 

- 사업실적 – 광양 (어치리) 태양광 발전소 

위치 : 전남 광양시 진상면 어치리 산138 

▶ 매매완료 

< 광양 태양광 발전소 1MW > 



1-3. 사업실적 

- 사업실적 – 강릉 고단리 발전소 

위치 : 강릉 고단리 왕산면 산555-2 

면적 : 총 58,191 m2 

▶ 매매완료 

< 강릉 고단리 태양광 발전소 2.6MW > 



1-3. 사업실적 

- 사업실적 – 화순 (춘양) 태양광 발전소 

위치 : 전남 화순군 춘양면 양곡리 466 외  

▶ 매매완료 

< 화순(춘양) 태양광 발전소 1.3MW > 



1-3. 사업실적 

- 사업실적 – 거창2 (계명솔라거창) 태양광 발전소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223-1 

▶ 매매완료 

< 거창2 태양광 발전소 99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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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진행 사업 

- 전남 순천 금성리 발전소 

- 전남 장흥 용곡리 발전소 

- 강원 양양 장리 발전소 

- 전북 진안 주평리 발전소 



2. 현재 진행 사업 

- 사업실적 – 거창1 태양광 발전소 

위치 : 경남 거창군 마리면 말흘리 1223-2 건물 8동 

면적/ REC : 총 4,950 m2/ 55REC (한달기준)  

▶ 운영 中 

< 거창 태양광 발전소 374KW > 



2. 현재 진행 사업 

- 사업실적 – 완도 태양광 발전소 

위치 : 전남 완도군 싞지면 월양리 558-1 건물 18동 

면적/ REC : 총 11,466 m2/ 167REC (한달기준) 

▶ 운영 中 

< 완도 태양광 발전소 945KW > 



2. 현재 진행 사업 

- 사업실적 – 전남 순천 금성리 발전소 

 

위치 : 전남 순천시 외서면 금성리 산 108-1 

면적 : 총 76,463 m2 

▶ 진행 中 

< 전남 순천 금성리 태양광 발전소 3.5MW > 



2. 현재 진행 사업 

- 사업실적 – 전남 장흥 용곡리 발전소 

위치 : 전남 장흥군 장동면 용곡리 산 102 

면적 : 총 32,894 m2 

▶ 진행 中 

< 전남 장흥 용곡리 태양광 발전소 2.2MW > 



2. 현재 진행 사업 

- 사업실적 – 강원 양양 장리 발전소 

위치 :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장리 산 62 

면적 : 총 10,413 m2 

▶ 4,700Kw 진행 中 , 300Kw는 매매완료 

< 강원 양양 장리 태양광 발전소 5,000K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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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사업 계획 

- 탄소 배출권 관련시장 진출 

- 싞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사업 



3. 향후 진행 사업 

수소연료 에너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소음이 별로 없고 NOx, PM 
등 유해물질 발생이 적어 
도심친화적인 에너지 

친환경 주택단지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추진 

무한한 에너지 

석유에너지 고갈 문제의 
대안책인 
수력,풍력 등 
무한한 에너지 자원 개발 

청정개발체제 (CDM) 

지구온난화 현상  
완화를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제도  

전 세계적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싞재생 에너지의 개발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당사는 정부의 

중요시책과 국제적 흐름에 적극 부응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다양한 진행사업을 구상중에 있다. 

싞 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사업 



3. 향후 진행 사업 

- 태양광 주택단지 



3. 향후 진행 사업 

- 청정개발체제 (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배출권 거래 현 주요국가 CDM사업현황 

1997년 12월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해당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싞 재생에너지를 통해 사람을 이롭게 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꿈꾸는 

에너지 전문기업 계명솔라 주식회사 입니다. 

싞 재생에너지 개발 전문기업으로써 초석을 다지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계명솔라 주식회사는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