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소  설계. 시공. 유지관리 전문기업 



〔 주 〕 해찬이엔씨가 하는 일 

태양광 ,전기, 소방전문기업  

주식회사 해찬이엔씨는 전기공사업 ,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전기 , 소방

공사 업무를 기반으로 , 특히 태양광 발전소 설계 , 시공 , 유지관리에 전문 특화된 모든 

임직원이 신뢰를 기반으로 기술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

하여 고효율 설계 및 완벽한 책임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에너지 공단 태양광설비 전남북부 A/S 전담 기업으로서 고객의 무한 만족을 

경영목표로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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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회 사 명 : 〔 주 〕 해찬이엔씨 

∙ 회 사 설 립 일 :  2017 년 10 월 27 일 

∙ 대 표  이 사 : 심 명 섭 

∙ 본            사 :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35 

                      ( 송림농공단지 ) 

∙ 지           사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652-6 

∙ 사 업  종 류  : 전기공사업 ( 광주 -01012 호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 제 2019-02-00305 호 ) 

∙ 업 태 / 업 종 : 건설 , 제조업 / 태양광발전설비제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 태양광발전소컨설팅 



1. 회사 소개 

 
2017 년 10 월 주식회사 해찬이엔씨 설립 

2017 년 10 월 전기공사업 등록 

2018 년 04 월 대표이사 변경 대표이사 심 명 섭 취임 

2018 년 10 월 ISO 9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9 년 05 월 태양광 접속함 제작 공장 등록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35) 

2019 년 06 월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 /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2019 년 07 월 나라장터 MAS( 다수공급자계약 ) 물품 조달업체 등록 

2020 년 03 월 태양광 모듈 지지대  특허 (제10-2085325호) 획득 

2020 년 08 월 한국에너지공단 태양광설비 전남북부 A/S 전담기업 선정 
 
       

COMPANY HISTORY 회사 연혁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주〕해찬이엔씨 조직도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기술이사 

전기공사부 소방공사부 설계관리부 공무관리부 



1. 회사 소개 

∙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공사업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전기공사업 등록증 전문소방시설업 등록증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등록증 및 허가증   

공장등록증명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특허 등록증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등록증 및 허가증   

신재생에너지협회 회원증 한국소방시설협회 회원증 정부조달마스협회 회원증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등록증 및 허가증   

태양광설비 A/S 전담기업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ISO 9001 ( 품질/환경 경영시스템 ) 인증 
  ISO 9001- 2015  인증서 

2018년 인증 획득 

인증분야 

: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및  

  전기공사의 시공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ISO 50001 (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ISO 50001- 2011  인증서 

2019년 인증 획득 

인증분야 

: 태양광발전설비  

  공사    및  

  전기공사의 시공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교육 수료증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 품질경영 태양광발전설비 시공기술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인감1 사용인감2

법인도장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기술인력 현황 

   1. 전기,전자 기술인력 
①  박동균 이사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특급기술자 

②  박항성 부장 - 신재생발전설비 산업기사 

③ 박금란 차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고급 기술자 

④ 김은행 과장 - 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기사 

⑤ 심재혁 대리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자 기술자  

⑥ 조용덕 대리 - 한국전기공사협회 초급 기술자 

⑦ 정명수 주임 - 한국전기공사협회 초급 기술자 

⑧ 이휘병 주임 - 한국전기공사협회 초급 기술자 

 

   2. 소방기술인력 
① 조경표 부장 - 한국소방시설협회 고급 기술자 

②  박복수 과장 - 한국소방시설협회 기술자 

③ 박신후 주임 - 한국소방시설협회 기술자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주요 공사 실적  

전남 고흥군 점암면 화계리(900kW) 

▣ 2020년 준공 (예정) 공사 

전남 고흥군 점암면 천학리(600kW)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281.52KW) 

- 전북 완주군 고산면 성재리 태양광발전소(50kW)     -  03월 준공  

- 전남 강진군 칠량면 송정리 태양광발전소 (140kW) -   05 월 준공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송림리  태양광발전소 (100kW) -   08 월 준공  

- 전남 영암군 학산면 은곡리 태양광발전소 (300kW) -   09 월 준공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태양광발전소 (500kW) -   10 월 준공 예정 

 



1. 회사 소개 

∙ 주요 공사 실적  

전남 영암군 학산리 (310KW) 

전남 화순군  이양면 (500KW) 

전남 영광군 영광읍 (100KW) 

광주 서구 쌍촌동  (50KW) 전남 강진군 칠량면 (140KW)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광주 광산구 쌍암동 (30KW) 



1. 회사 소개 

∙ 주요 공사 실적  

전북 완주 비봉면  소농리(184KW) 광주 북구 태령동 (30KW) 광주 북구 매곡동(33KW) 

광주 북구 삼각동 커피학원 (9KW) 전남 해남군 해남읍 관광농원(6KW) 전남 고흥군  과역면  (9KW)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수행실적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2019 년 
2018 년 

* 환희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경훈 6 호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세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기정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영암학산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전북완주백제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대명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용은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고흥과역면산티아고커피농장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광주북구일곡동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담양세레나데펜션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광주북구삼각동커피학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광주북구용봉동기아오토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이가네칼국수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초희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기승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홍청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천지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하늘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스카이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해남관광농원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우주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전남나주가정용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전남광양가정용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전남곡성가정용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전남담양금성면전원주택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영광법성중학교급식실 LED 교체전기공사 

* 광주서구풍암동태양광발전소설치공사 

* 안나푸르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 마천루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사회 공헌 활동 – 나눔태양광 
      지역민과 상생하는 기업윤리를 바탕으로  
         지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나눔 활동 실천 
  

기탁장소 광주  북구 건국동 용전경로당 

설치용량 3kW (가정용태양광) 

준공날짜 2018년 11월 28일 

나눔태양광 1호 

기탁장소 전남 영광군 군서면  삼산로3길 

설치용량 3kW (가정용태양광) 

준공날짜 2020년 09월 21일 

나눔태양광 2호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사회 공헌 활동 – 나눔태양광 
  

기탁장소 전남 영광군 군서면 성지로6길 

설치용량 3kW (가정용태양광) 

준공날짜 2020년 09월 21일 

나눔태양광 3호 

기탁장소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원등 1길 

설치용량 3kW (가정용태양광) 

준공날짜 2020년 10월 08일 

나눔태양광 4호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1. 회사 소개 

∙ 수상 내역 
  

2020년 9월 1일 
 
영광군 일자리 창출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 
공로 표창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사업 

1) 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제도란  

    ① 태양광(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본 수익 구조 

    ②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 

  

대형 발전사 
(13개) 

 
500MW 이상의 

발전설비 

공급의무자 

6개 발전 자회사 

5개 민간발전사업자 

2개 공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발전량의 일정비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연간 전력공급량 × 의무비율 = 의무공급량 

해당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5.0 6.0 8.0 9.0 10 

REC 판매  : 신재생에너지의 수익원 

신재생에너지 

REC 매입  : 공급의무이행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사업 

2) REC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란  

   ①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②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한 발전량   정부(한국에너지공단) 발급 

   ③ 전력거래소에서 거래 ( 1,000KWh = 1REC ) 

   ④ SMP ( 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 ) 

       : 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하는 가격 ( 1KWh = 1SMP ) 

 

    

★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2030년 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 목표 달성  

2020년 8월 기준 거래금액 

  SMP     ＋      (REC+가중치)     ≒   172,000원 

(82,000원/1MWh)     (60,000원 X 1.5배=90,000원) 

   ※건축물등의 활용은 가중치 1.5배 적용(REC)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3) 사업준비 절차 및 예상 준비기간 

2 ~ 3개월 
(인허가 및 설계 병행) 

총 공사기간  7 ~9개월  ( 인허가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① 발전사업허가 신청 

② 건축설계, 구조검토 

⑤ 구조물 및 모듈 설치 ③ 개발행위허가 신청 ⑦ 한전 계통 연계 

 발전사업허가  

 건축물 구조 검토 

 계통연계 일정 검토 

 사업성, 적합성 검토 

준공 
완료 

 개발행위허가  

 공작물 축조 신고 

 계통연계 공법 검토 

 설비 시공 공법 검토 

④ 공작물 축조 신고 

1 ~ 2개월 
(개발인허가 및 축조신고) 

⑥  전기공사 

 구조물 기초공사 

 구조물 및 모듈 설치 

 모듈 인버터 결선 

 접지, 접속함 공사 

 케이블 포설 및 결선 

2개월 
(구조물,모듈, 전기공사) 

2개월 
(계통연계 및 준공) 

⑧  준공 및 사업개시 

 사용전검사 

 한전계통 연계공사 

 사업개시  

 설비확인 (REC) 

 한국형 FIT 체결 

2.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RPS)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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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나라장터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 물품 조달 사업 

1) 나라장터 다수공급자 계약(MAS) 제도란 

 -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이 

일정기준을 통과한 우수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해서 사용

할 수 있도록 적합한 2이상의 기업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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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 사업 

2) 다수공급자 계약(MAS) 물품조달 절차 

 수요기관의 제안요청 대상 금액  

  (중소기업물품 – 1억원이상) 

  (대기업물품 -5천만원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1억원이상) 

  (초.중등학교 -3천만원 이상) 



태양광,전기,소방 전문기업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 사업 

3)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이 

체결하는 단가계약상품을 등록하여 이를 수요기관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구

매할 수 있는 쇼핑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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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MAS) 사업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23개 항목들. 

계통연계형(3KW ~ 50KW) 

지지대(3KW~50KW) 

모니터링시스템 

물품식별번호 모델명 규격명 항목 인조조건

23640666  HCENCPV-03S  3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67  HCENCPV-05S  5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68  HCENCPV-10S  10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69  HCENCPV-15S  15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70  HCENCPV-20S  20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71  HCENCPV-25S  25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72  HCENCPV-30S  30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73  HCENCPV-35S  35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74  HCENCPV-40S  40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75  HCENCPV-45S  45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76  HCENCPV-50S  50kW, 계통연계형 태양광발전장치 현장설치도

23640677  HCENCPV-03ST  3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78  HCENCPV-05ST  5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79  HCENCPV-10ST  10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0  HCENCPV-15ST  15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1  HCENCPV-20ST  20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2  HCENCPV-25ST  25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3  HCENCPV-30ST  30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4  HCENCPV-35ST  35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5  HCENCPV-40ST  40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6  HCENCPV-45ST  45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7  HCENCPV-50ST  50kW용, H형지지대(부품) 지지대 현장설치도

23640688  HCENC-MON  모니터링시스템(부품) 모니터링시스템 현장설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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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공사 및 전문소방 공사업 

1) 전기공사 

-  각종 전기공사 ( 관급 – 입찰 ) 

-   태양광 전기공사 ( 계통연계 및 한전 인입 작업 등 ) 

- 민간 건축물 전기공사 ( 내선 , 외선 공사 ) 

 

2) 전문소방 공사업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 , 전기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   위험물 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 , 전기 소방시설의 공사 . 개설 . 이전 . 정비 

-   공공기관 입찰공사 ( 소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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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설비  전남북부 A/S 전담 기업 

1) 관할지역 

 장성, 함평, 나주, 무안, 화순, 곡성, 담양, 구례, 영암, 영광 

 

2) 업무 내용 

- 정부 지원 사업으로 보급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 가동을 위해 A/S 전담 
 

- 시공업체의 폐업, 휴업 등으로 A/S 대응이 불가능한 신재생 설비에 대한 A/S 및 관리  
 

- 수행권역별 사후관리 거점 기업 
 

-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A/S체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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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문의사항 ( 홈페이지 및 블로그 ) 

1) 홈페이지 

주소 : http:// 해찬이엔씨 .kr 

2) 블로그 

주소 : http://blog.naver.com/haechanenc 

3) 유선 

본사 : 전남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35 (061-351-9078) 

지사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652-6 3 층 (062-572-3633) 

메일 : haechanen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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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주) 해찬이엔씨는 

   태양광발전소 전문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성실하게, 책임 시공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