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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소 주인되기
전북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100kW 태양광 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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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sclaimer -

본 사업설명서는 솔라커넥트가 사업주에 대해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100kW 태양광발전소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설명을 위해 작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설명서는 솔라커넥트 내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으나
정보의 내용이 완전하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는 본 사업설명서를 참고로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인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설명서는 솔라커넥트의 자체 분석을 통해 작성된 지적 자산이므로
솔라커넥트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문서의 일부라도 무단 복제할 수 없음을 인지해주시길 바라며

본 사업설명서의 내용은 본 사업의 참여를 위한 판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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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개요

위치 전라북도 고창군 부안면 수동리

분양 용량 100kW / 4 구좌

분양가

· 2억 3천만원 (분양가격)
· 2억 2천 5백만원 (분양가 일시납 시) 

* 토지 가격 포함
*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별도
* 최초분양(2018.12) 이후 인허가 프리미엄 반영

상업운전 개시 예
정일

2019년 상반기 예상
(사용 전 검사 이후)

400kW

4구좌

분양 용량

100kW씩

4

01 사업개요



5

01 사업개요 - 수익성 검토

2,099,000원

월 평균 수익

9.47%
사업 수익률

발전시간 3.7시간/일
(연 0.5% 효율 감소)

매출단가
(SMP+REC)

220원/kWh
가중치 1.2

SMP 100원, REC 100원

초기 투자비용 230,000,000원 월 평균 매출 2,358,000원

월 평균 운영비용 259,000원 월 평균 수익 2,099,000원

원금 회수기간 9년 사업 수익률 9.47 %

※ 수익성 분석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평균은 20년차까지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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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소개

전북고창군부안면수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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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지 ‒ 1.개요

7

1 발전소 위치 : 전북 고창 부안면 수동리 760-2 일대

2 부지 규모 : 총 1,840평

3 설치 예상 용량 : 총 400kW (100kW x 4개)

4 예상 사업비 : 230,000,000원 / 100kW (토지비 포함)

5 설비 방식 : 고정형 태양광 발전설비 (예정)

6 비고 : 발전사업 및 개발행위허가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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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행위
고창군 개발행위허가 조례 및 운영지침에 관한 저촉사항
없으며, 소규모환경평가 대상이 아님에 따라 인허가 진행
원활 함. (개발행위허가 18년 6월에 득함)

2 민원
특이사항 없으며, 인근에 태양광발전소가 있어 민원 발생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됨

3 진입로
대상지 남측에 있는 도로 진입가능
부지 서편에 진입로 신설

02 대상지 ‒ 2.분석

4 발전여건
전/답 평지 위주로 주변 음영간섭 없음
지역 평균 일조시간 6시간으로 발전여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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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지 ‒ 3.위성사진 및 지목현황도

고창군부안면수동리
태양관발전소
지목현황도

답(1,840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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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대상지 ‒ 4.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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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변 평지 지역으로 음영 간섭이 없게 최적의 배치

2 부지가 남향을 향하고 있어 배치 효율 극대화

3 부지 서쪽에 각 발전소별 진입로 및 유지보수로 신설

02 대상지 ‒ 5.배치도

※ 위 배치도는 예시이며 향후 시공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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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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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kW�태양광 발전소를 통해 월 210만원 수준의 수익 발생 가능

(발전시간 3.7시간/일, 효율 감소 0.5%, SMP 100원, REC 100원 가정)

※ 수익성 분석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03 수익성 분석 ‒ 1.요약

월 평균 수익 2,099,000원

자기자본 100%
(230,000,000원)

자기자본 50%
(115,000,000원)

자기자본 30%
(69,000,000원)

대출금 상환기간 N/A 5년 7년

자기자본 수익률 9.47% 13.36% 18.54%

평균은 20년차까지의 평균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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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데이터

기본
사항

분양용량 100 kW

분양단가 2억 3천만원

물가상승률 2.5 %

일일 발전시간 3.7 시간

모듈효율감소 매년 0.5%

사업기간 20년 이상

사업
비용

토지매입비 3,000만원 (평당 7만원)

시공비 및 인허가비용,
민원관리비용, 행정비용 200,000,000원

운영비
(년)

유지보수 1,200,000원

전기안전대행,
보험료, 전기/통신비 1,470,000원

구분 데이터

전력
판매

SMP 100원/kWh

REC 100원/kWh

계(원) 
[(REC X 가중치)+SMP] 220원/kWh

수익
구조

월 평균 매출액 2,358,000원

월 평균 운영비용 259,000원

원금 회수기간 9년

사업 수익률 9.47 %

월 평균 수익 2,099,000원

03 수익성 분석 ‒ 2.자기자본 100%시 현금흐름

※ 수익성 분석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평균은 20년차까지의 평균값 / 운영비용은 물가상승 반영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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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 발전량(kWh) 연간 매출액 연간 운영비 영업이익 (매출액-운영비) 누적 이익

1년차 135,050 29,711,000 2,670,000 27,041,000 27,041,000

2년차 134,375 29,562,445 2,706,750 26,855,695 53,896,695

3년차 133,700 29,413,890 2,744,981 26,668,909 80,565,604

4년차 133,024 29,265,335 2,784,717 26,480,618 107,046,222

5년차 132,349 29,116,780 2,825,980 26,290,800 133,337,022

6년차 131,674 28,968,225 2,868,797 26,099,428 159,436,450

7년차 130,999 28,819,670 2,913,192 25,906,478 185,342,928

8년차 130,323 28,671,115 2,959,193 25,711,922 211,054,850

9년차 129,648 28,522,560 3,006,827 25,515,733 236,570,583

10년차 128,973 28,374,005 3,056,123 25,317,882 261,888,465

11년차 128,298 28,225,450 3,107,111 25,118,339 287,006,805

12년차 127,622 28,076,895 3,159,821 24,917,074 311,923,879

소 계 1,576,034 346,727,370 34,803,491 311,923,879

사업비

총사업비 (원) 230,000,000

자기자본 (원) 230,000,000

대출 (원) -

발전소 내역

발전용량(kW) 100 모듈 효율 저감률 0.50%

발전시간(시간) 3.7 첫해 관리비 (원) 2,670,000

전기 판매 금액

SMP 100 원

REC 100 원

REC 가중치 1.2

※ 수익성 분석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03 수익성 분석 ‒ 2.자기자본 100%시 현금흐름

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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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년도 발전량(kWh) 연간 매출액 연간 운영비 영업이익 (매출액-운영비) 누적 이익

13년차 126,947 27,928,340 3,214,286 24,714,054 336,637,933 

14년차 126,272 27,779,785 3,270,538 24,509,247 361,147,180 

15년차 125,597 27,631,230 3,328,612 24,302,618 385,449,798 

16년차 124,921 27,482,675 3,388,542 24,094,133 409,543,931 

17년차 124,246 27,334,120 3,450,365 23,883,755 433,427,686 

18년차 123,571 27,185,565 3,514,118 23,671,447 457,099,133 

19년차 122,896 27,037,010 3,579,841 23,457,169 480,556,303 

20년차 122,220 26,888,455 3,647,572 23,240,883 503,797,186 

21년차 121,545 12,154,500 3,717,353 8,437,147 512,234,333 

22년차 120,870 12,086,975 3,789,226 8,297,749 520,532,081 

23년차 120,195 12,019,450 3,863,236 8,156,214 528,688,296 

24년차 119,519 11,951,925 3,939,426 8,012,499 536,700,795 

25년차 118,844 11,884,400 4,017,843 7,866,557 544,567,353 

소 계 1,597,642 279,364,430 46,720,956 232,643,474

합 계 3,173,675 626,091,800 81,524,447 544,567,353

결 과

월 평균 매출액 ₩2,358,000 월 평균 수익 ₩2,099,000�

원금 회수 기간 9년 사업 수익률 9.47�%

※ 수익성 분석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03 수익성 분석 ‒ 2.자기자본 100%시 현금흐름

평균은 20년차까지의 평균값 / 운영비용은 물가상승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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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원리금 상환 후의 월 평균 수익 및 원금 회수기간은 아래와 같음

03 수익성 분석 ‒ 3.민감도 분석

※ 수익성 분석 결과는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계약상담 시 안내해드립니다. 평균은 20년차까지의 평균값 / 대출금 상환기간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

REC+SMP
계= [(RECX 가중치)+SMP] REC 80 + SMP 90 REC 100 + SMP 100 REC 120 + SMP 110

발전시간 3.7시간 3.9시간 3.7시간 3.9시간 3.7시간 3.9시간

자기자본100%
월 평균 수익 1,734,000 1,842,000 2,099,000 2,226,000 2,463,000 2,610,000

원금 회수기간 11년 10년 9년 8년 8년 8년

자기자본 50%
월 평균 수익 1,065,000 1,173,000 1,430,000 1,557,000 1,794,000 1,941,000

대출금 상환기간 6년 5년 5년 5년 4년 4년

자기자본 30%
월평균 수익 798,000 905,000 1,162,000 1,290,000 1,527,000 1,674,000

대출금 상환기간 8년 7년 7년 6년 6년 5년

| 기 본 가 정 | SMP 100원, REC 현물시장 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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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시설자금대출 농협 기관기계종합보험
· 농협을 통한 대출 시 농협손해보험 기관기계종합보험(CMI) 의무가입
· 100kW 소규모 발전소 임에도 보험서비스 제공하여 사업의 안정성 강화
· 태풍, 화재, 침하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물리적 손해나 손실을 보장

시설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 대출조건 검토 결과
농협은행의 금융조건이 가장 우수하며
정읍 지점의 경우 태양광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음

대출금액 시설비 및 토지비의 70%
100kW의 경우 1.4억 이내

금리 3.6% ~ 3.8% (변동금리)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3년)

보증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대보증 없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연대보증 필요

03 수익성 분석 ‒ 4.시설자금대출 예시

재물 손해 보장 기계 및 전기적 고장, 화재, 낙뢰, 폭발, 도난, 지진, 
눈사태, 외부충돌, 수재,  침강 등

기업 휴지 보장 사업이 중단되거나 방해되어 발생하는 매출액 감소
작업비용증가에 따른 총이익 상실

※ 향후 시설자금대출 기관, 금액, 금리, 상환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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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및 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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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계 분양사업 대행사 모듈

시설담보대출
3.6 ~ 3.8%

수분양자 분양사업 시행사 시공사

수분양자

수분양자

기관기계
종합보험

금융연계 자문기관 인버터

04 시공사 및 기자재 ‒ 1.사업개발 구조도

※ 향후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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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모듈 공급능력 6.8GW로 세계 1위

출력 390 W

단락 전류(Isc) 10.14 A

개방전압 (Voc) 48.48 V

최대 출력 전류 (Impp) 9.66 A

최대 출력 전류 (Vmpp) 40.38 V

효율 ≥19.4%

셀 타입 단결정 셀

크기(mm) 2,015 x 1,000 x 35

보증 12 년 제품 /  25 년 출력효율

1 Q.ANTUM 기술 적용으로 최고의 퍼포먼스

2 PID방지 기술과 강력한 내구성

3 25년 출력 효율 보증/ 12년 제품 보증

4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셀/모듈 생산업체

04 시공사 및 기자재 ‒ 2.모듈 : 한화 390W

※ 향후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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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고 수준의 유로효율을 보장하는 국내 대기업

입력 (DC)

최대 입력 전압 1,000 V

최대 입력 전류 22 A

MPPT 전압범위 200~1,000 V

MPPT 트래커 수 6개

출력 (AC)

정격 전력 50,000 W

출력 전압 380 V

최대 출력 전류 83.6 A

최대효율 / 유로효율 98.6% / 98.36%

크기 (mm) 1,075 x 330 x 555

무게 (kg) 74

1 유로효율 98.36%로 최고 수준

2 벽걸이형 스트링 인버터로 설치 및 교체가 간편

3 MPPT 6개로 자유로운 설계가 가능

4 자연공냉식으로 팬 교체 불필요

04 시공사 및 기자재 ‒ 3.인버터 : 효성 36kW

※ 향후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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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공사 및 기자재 ‒ 4.구조물

1 바람, 눈과 같은 외부압력을 견딜 수 있는 설계

2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공법

3 독일 Gayk HRE 3000 첨단 장비로 시공하여 시공기간 단축 및 인건비 절약

4 구조물 : 용융아연도금 스틸

5 구조물 이설 후 답으로 전환 가능
※ 향후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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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및 예상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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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사업 단계 계약 진행단계 비고 납부시기

대상지 매입

청약금 3천만원(가계약) 납입계좌 하단 참고 2018.12 中
(계약체결시)

토지소유권 이전
· 토지등기 이전 시
· 토지 취등록세 별도
· (토지이전시 별도 고지)

인허가 계약금 3천만원 1억 9천 5백만원
분양가 일시납시 500만원 할인

· 발전사업허가 완료
· 개발행위허가 완료

2018.12 中
(계약체결시)

착공 중도금 5천 5백만원 · 착공 시작 시 2019년 1분기 중

사용전 검사 및
상업운전 잔금 1억 1천 5백만원 ·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2019년 6월 (예정)

* 청약의사의 표시는 청약금의 납입으로 하며 고지된 계좌에 납입 시에 청약이 성립됩니다. 이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 내 계약이 되지 않을 경우 청약금을 반환합니다.

청약금 납입 계좌 예금자명: 솔라에쿼티 계좌번호: 1005-103-211606 은행명: 우리은행

05 절차 및 예상 일정

※ 토지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부가세 별도
※ 예상 기한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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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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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사후관리

모니터링 및 자산관리 시스템 REC 전력거래 컨설팅
· 21개 발전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
· 100kW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현물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더 수익성 높음
┗ 최적의 가격을 분석하여 거래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 거래에 참여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

· 발전소의 운영관리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 솔라커넥트 독자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적용
· 온라인을 통한 발전량 모니터링, 수익성 분석, 사무수탁

REC�시장

현물거래 입찰계약 수의계약

모든 용량 400 ~ 950kW 이상 모든 용량 대용량

└ SMP + REC 20년 장기고정가격계약 ┘

ㅡ
변동가격 거래를 통해

Upside Potential

ㅡ
사업 현금흐름 확보로

PF 대출 조건 충족

ㅡ
다양한 계약 형태

(고정가, Range, 상하한)

※ 별도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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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솔라커넥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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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커넥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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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커넥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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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솔라커넥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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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시장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솔라커넥트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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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커넥트 그룹

※ ‘18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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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73, 7층
(서초동, 홍우빌딩)

정해성 팀장 / 사업개발 PM
010-4344-9056
haesung.jung@solarconnec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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