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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nergy



회사연혁

인사말

2012

06  울산자유무역지역내 울산공장 준공, 가동

       (대형 스텐레스 가공 공장)

0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 a I n – B I z ) 선정

12  인재 육성형 기업 선정(중소기업진흥공단)

08  ㈜코마스텍 본사 공장동 발전소 준공 (286kW)

03  수출 강소기업 선정(울산경제진흥원)

09  울진 소곡리 발전소 준공예정 (800kW)

07  산업통상지원부 우수기술연구센터 지정

06  코마스울진 태양광발전소 준공 (998kW)

05  가온발전 태양광발전소 준공 (236kW)

03  울산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01  ㈜파워열기기 공장동 발전소 준공 (355kW)

2018

2017

2015

 

02  부산 '서부산 철강단지'내 부산공장 설립

       (스텐레스 가공 공장)

10  오백만불 수출탑 수상

02  주) 코마스로 법인 전환

10  철강 수출업체 

      코마스코퍼레이션 설립

      (부산 사상)

2007

2005

2001
 

BUSINESS

(주)코마스솔라 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전문기업입니다. 

저희는 태양광발전소에 관련된 총괄적인 업무 및 설계, 시공, 설치, 운영 

사후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이를 통해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코마스솔라는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를 선도하는 기업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분야

BUSINESS

태양광발전사업 루프탑사업특수금속  금형제작

발전소설치   시공업

발전소 분양 사업

주택용 태양광

자체 발전소 보유
(현 2메가,2025년 10메가 달성)

.

.

개폐식 천장 시스템

개방형 창호 사업

루프탑 설치업

스텐레스   스틸 판 코일제조

차량부품제작

정밀재 STS  금형가공

.

.



특허 및 인증서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서

중소기업 확인서

우수기술연구센터(ATC)지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증

사단법인한국무역협회회원증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서 수출의 탑 수상확인증



태양광 제작  

Global  energy
solutions provider 
Komassolar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토지나 건물 옥상, 지붕 등에 태양광설비 후 생산된 전력을 한국전력 및 발전자회사에 
장기계약(20년) 조건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매우 안정적인 사업입니다. 

발전사업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
하여 1차 수익을 얻으며, 생산한 전력량에 비례한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아 공급의무자
에게 판매하여 2차 수익을 창출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이란?

이중수익구조 및 공급의무자와의 장기계약으로 안정적인 수익 창출

임야나 농지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시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자산가치 상승

오염이 없는 친환경 사업으로 환경단체나 주변의 민원이 거의 없음

안정화된 기술로 태양광 모듈의 수명은 25년 이상이며 최대 30년까지 운영가능

특별한 기술이 필요없어 최소한의 비용으로 유지관리 가능

태양광 발전사업의 특징

REC는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인증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입니다. 
RPS제도를 통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대규모 발전사업자인 
공급의무자에게 REC를 팔아 수익을 얻게됩니다.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SMP (계통한계가격)는 거래시간별로 일반발전기(원자력, 석탄 외)의 전력량에 
적용하는 전력시장가격(원/kWh)입니다. 
SMP는 국제유가 및 전력소비량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영향을 받아 가격이 
변동을 하게됩니다. 향후 원전이나 화력발전에 제재가 있을 경우 SMP가격이 
상승될 확률이 높습니다. 

SMP(System Marginal Price)

태양광 발전



태양광 설치 시공  

진행절차

토목공사 배수로 및 휀스 기초공사 구조물 공사

모듈 취부인버터 및 수배전반 전기공사 시공완료

01 02 03

05 06 07

>> >> >>

>> >>

4.전력수급계약체결

5.발전사업개시 6.사용전 검사 7.공인인증서 
     발급 및 거래

전력거래소

1MW이하는 

한전과 체결가능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1개월이내 

신재생에너지 신고

발급:신재생에너지센터

거래:전력거래소

3.사용전 검사

전기안전공사

2.발전소 준공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1.발전사업허가

08

3MW이하:지자체

3MW이하:전기위원회

사업용 태양광발전?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시설을 공장, 창고, 축사, 임야등 지붕이나 땅에 설치하여 
부족한 에너지는 한전으로부터 공급받고 남는 에너지는 한전으로 보내지면서 에너지
를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며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장, 창고, 축사, 
임야등 다양한 장소에 시공 설치가 가능합니다.
사업용 태양광발전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사업입니다.

04

사업용태양광

시공순서



지원대상

지원분야

주택용태양광

고정식

추적식

BIPV

 분야

태양광

구분    용량    최대 지원용량 

3Kw이하 / 호 전기생산

태양광 주택지원사업?

신재생 에너지 주택(Green Home) 100만 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주택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단독주택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 예정자로써 기존 및 신축 주택에 모두 가능

공동주택    1.기존의 공동주택 : 입주자의 동의 후 신청가능하며, 신청자는 입주자 대표 등으로 하여야 함
                   
                    2.건축중인 공동주택 : 연내 준공이 가능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는 건축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으로 하여야 함
                       
                       * 발전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행령의 의무 공급량에 이용률 15%를 적용하여 설비용량으로 계산한 값

시공순서

다릿발(기둥) 작업 세로바, 가로바 설치 모듈취부 배선공사

접지공사전기공사 계량기 설치 시공완료

01 02 03 04

05 06 07 08

태양광 설치 시공  



구조물 생산현장

시공순서

슬리팅 작업 슬리팅 작업 롤포밍 작업

제품생산롤포밍 작업 구조물 완성

01 0102 03

04 05

태양광구조물 제작설치란?

고정식 : 어레이 형태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추척식이나 반고정형에 비하여 
설치단가는 비교적 저렴하나 발전효율이 낮으며 설치 면적의 제한이 없는 비교적 
원격지역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추적식 :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발전 효율을 극대화 하기 위한 방식으로 
태양전지판에 최대로 입사할 수 있도록 태양의 위치를 추적하는 방식.

태양광 설치 시공  

구조물 제작

06



시공사례  

울진덕구 300KW 급

코마스텍 공장동 300KW 급

코마스울진 998.64KW 급

하동 통정리2.5메가

하동1호-1메가울산 300KW 급

밀양공장 600KW 급하동2호-1메가



루프탑  Rooftop

Retractable roofs

건축사에서 내.외부 인테리어공사는 돌이나 콘크리트로 불투명한 상태로 뚜렷하게 분리되어졌습니다. 
빌딩건축에서 건축용 유리의 활용도 증가와 기술의 개발로 인해서 유연성이 디자인공정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PanoraView Windows & Doors

창문과 문이라는 두 요소는 우리의 현재 생활환경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고, 넓은 전망을 가진 창문은 우리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고 열린 창문은 항상 개방감을 줍니다. 사회의 필요성의 주어진 변화에서 오늘날 창과 문은 
단지 여는 것 이상으로의 역할을 합니다.

Kinetic&Wall 

Kinetic 바람막이 시스템은 아웃도어 적용을 위해 상.하로 시스템을 개폐 합니다.
열처리된 싱글 판 유리를 사용하고 발코니와 유리사이에 공극이없는 바람막이 시스템에 사용됩니다.
Kinetic 시스템은 바람과 비를 차단하는데 있어 모든 유리가 주는 장점을 대변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