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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소개

클리너지 (Clenergy) 는 상하이 증권 거래소 ( 주식 코드 : SHA 603628) 에 상장 
된 기업으로 태양광 제품 제조 , 신재생에너지개발사업 및 신재생에너지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하이테크 회사입니다 . 2007 년에 설립되어 샤먼에 본사를 둔 클
리너지는 현재 샤먼과 톈진에 2 개의 생산 공장을 두고 있으며 상하이 , 홍콩 , 
시안 , 호주 , 독일 , 일본 , 태국 , 필리핀에 지사를 가지고 있으며 전세계에 클리
너지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 마켓 , 로컬 서비스 및 글
로벌 공급망”를 핵심 가치로 두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

클리너지는 태양광 발전 구조물 및 보조제품 생산 , 태양광 발전소의 개발 및 
건설 서비스 , 청정 에너지 프로젝트 투자라는 세 가지 비즈니스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

향후 클리너지 (Clenergy) 는 혁신 , 품질 및 서비스 원칙을 가지면서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글로벌한 태양광구조물 설계제작 , 신재생개발사업 , 신재생
투자자로 성장할 것입니다

● 2007 - 중국 호주 합작기업 Clenergy 설립
● 2008 - Clenergy  호주 자회사 설립 
● 2009 - 호주 태양광구조물시장 70% 독점
● 2010 - 호주 Kerry J 회사인수 
● 2011 - Clenergy 영국 , 미국 자회사 설립 
● 2012 - Clenergy 텐진공장 가동
● 2013 - Clenergy 하문본부 및 공장 설립 및 일본자회사 설립 . 하문 EPC 회사설립
● 2014 - Clenergy 에너지 전문 투자회사설립 및 말레이시아 자회사 설립
● 2015 - 태국 , 필리핀시장에 판매시작
● 2017 - Clenergy 상해 A 지수 상장 (SHA603628)
● 2018 - Clenergy 당해 판매용량 1.7GW
● 2019 - 20 개의 중국 태양광 구조물 회사 중 4 위

연혁

China

Singapore

PhilippinesThailand

Vietnam

Australia

Germany

Japa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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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P-ECO

ECO 레일 연결부품

ER-IC-ST

미드 클램프

I-05/6.3/85/C

L 피트

ER-R-ECO

ECO 레일

ER-I-32/45/M8

Klip-lok 지붕 연결부

........
30 가지 이상의 Klip-lok 

인터페이스

ER-EC-ST

엔드 클램프

주요 장점
• 빠르고 쉬운 설치

• 다재다능한 Klip-lok 인터페이스

샌드위치판넬구조물 ECO

샌드위치판넬구조물 ECO 는 타일 지붕뿐만 아니라 주석 지붕에 태양광모듈 설
치를 위해 설계된 범용 솔루션입니다 . 독특한 단면 특성을 가진 인터페이스 , 
레일 및 클램프 덕분에 샌드위치판넬구조물 ECO 시스템은 견고한 구조와 긴 
수명주기를 보장합니다 . 다양한 지붕 유형에서 관통 및 비관통 설계 공법과 함
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샌드위치판넬구조물 ECO 

경사진 지붕 설치를 위한 견고한 구조물 솔루션

샌드위치판넬구조물 ECO

기술정보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지붕 유형

지붕 각도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 세로

테두리 ( 유 , 무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샌드위치판넬

지붕과 수평

주요재질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CE 7-10 | AS NZS1170.2-2011 | EN1991 | JISC8955-2017

1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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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판넬구조물 각도조절형

ER-I-32/45/M8

Klip-lok 지붕 연결부

ER-SP-ECO

ECO 레일 연결부품

ER-IC-ST & ER-EC-ST

미드 , 엔드 클램프

TL-15/30/L

전지주 및 후지주

ER-R-ECO

ECO 레일

주요 장점
• 다양한 각도

• 높은 에너지 효율

샌드위치판넬구조물 각도조절형은 샌드위치팬넬 지붕에 상업용 태양광모
듈 설치를 위하여 10 도에서 60 도까지 넓은 범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지
주 , 레일 및 클램프는 고품질의 알루미늄합금 (AL6005-T5) 및 스테인리스스틸
(SUS304) 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높은 내부식성을 갖췄습니다 .

샌드위치판넬구조물 각도조절형 Leg 
지붕 태양광모듈 설치를 위한 각도 조절형 솔루션

샌드위치판넬구조물 각도조절형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지붕 유형

지붕 각도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 세로

테두리 ( 유 , 무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샌드위치판넬

지붕과 수평

주요재질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CE 7-10 | AS NZS1170.2-2011 | EN1991 | JISC8955-2017

10 년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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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구조물 삼각대형은 평평한 지붕에 상업용 태양광모듈 설치를 위해 설
계되었습니다 . 지지대는 고정 또는 각도 조절 가능한 제품으로 제공됩니
다 . 또한 광범위한 도리 거리와 호환됩니다 . 재질은 고품질의 알루미늄합금
(AL6005-T5) 및 스테인리스스틸 (SUS304) 을 사용하여 견고하고 높은 내부식
성을 갖췄습니다 . 옥상구조물 삼각대형은 단일 및 이중 지지대 두가지 디자인
으로 제공됩니다 .

옥상구조물 삼각대형
평평한 지붕을 위한 구조물

옥상구조물 삼각대형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지붕 유형

지붕 각도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 세로

테두리 ( 유 , 무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샌드위치판넬 및 평평한 옥상

10° ~   30°

주요재질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CE 7-10 | AS NZS1170.2-2011 | EN1991 | JISC8955-2017

10 년

기술정보

주요 장점
• 빠른 설치

• 높은 내부식성

• 좁은 지붕에 최적의 설계 제공

옥상구조물 삼각대형

ER-SP-T50

T 레일 연결부품

ER-S-TRI-S

단일 지지대

ER-R-T50

T 레일 50

ER-RC-T

레일 클램프

ER-S-TRI-D

이중 지지대

CII-M&EC-M/OM

미드 , 엔드 클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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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장점
• 빠르고 쉬운 설치

• 높은 효율

옥상 구조물 각도조절형
 

FL-COMT/Z

선지 구조물

BB-COMT

발라스틱 바

BB-COMT

베이스

RL-COMT/Z

후지 구조물

WD-COMT

바람 보호대

Clenergy 옥상 구조물 각도조절형은 평평한 지붕에 쉽고 빠른 태양광 설치를 
위하여 설계 되었습니다 . 유연하고 다양한 디자인으로 지붕 표면을 최대한 활
용할 수 있습니다 . 5° , 10° 또는 15°의 각도가 제공되어 태양광패널이 최대 효
율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

옥상 구조물 각도조절형
평평한 지붕을 위한 각도 조절형 구조물

옥상 구조물 각도조절형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지붕 유형

지붕 각도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테두리 ( 유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평평한 옥상

5° , 10° 또는 15°

주요재질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CE 7-10 | AS NZS1170.2-2011 | EN1991 | JISC8955-2017

10 년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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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 구조물 동서 방향형

주요 장점
• 빠르고 쉬운 설치

• 균일한 출력

FL-COMT/W/10/70

선지 구조물

ER-EC-W& ER-IC-W

미드 및 엔드 클램프

RL-COMT/W/EW/10

후지 구조물

옥상 구조물 동서 방향형

옥상 구조물 동서 방향형은 가로 방향의 태양광패널 설치를 위한 레일이 없는 
솔루션으로 평평한 지붕에 쉽고 빠른 PV 설치를 제공합니다 . 동서 방향형 솔
루션은 기존의 남향 솔루션과 비교하여 일찍부터 높은 발전량을 제공하여 늦
게까지 전력을 균일하게 공급하므로 생성된 전력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소비
가 가능하도록 만듭니다 . 행 사이에 음영이 없는 경우 최대 40 % 의 추가 모듈
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 동서 방향형
평평한 지붕을 위한 동서방향 구조물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지붕 유형

지붕 각도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테두리 ( 유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평평한 옥상

10°

주요재질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CE 7-10 | AS NZS1170.2-2011 | EN1991 | JISC8955-2017

10 년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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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ezRack® 발코니 미니 태양광

주요 장점
• 간편한 설치

• 높은 내부식성과 견고함을 가지는 알루미늄 구조물

• 뛰어난 설치범위

PV-ezRack® 발코니 미니 태양광

PV-ezRack® 발코니 미니 태양광은 건물 발코니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
한 선조립된 장착 구조물입니다 . 유연한 설치범위를 가져 일반적인 규격의 모
든 발코니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 클램프와 볼트에 의한 이중 보안으로 태양광 
패널을 단단히 고정하여 극한의 안전성능을 보장합니다 . 완전히 사전 조립되
어 최소한의 현장 작업으로 본 구조물을 사용하면 설치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

PV-ezRack® 발코니 미니 태양광
모든 발코니에 설치 가능한 미니 태양광 구조물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설치 각도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테두리 ( 유 )

50m/s

현장 상황에 따른 각도

주요재질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 NZS1170.2-2011 | EN1991 I JISC8955-2017 | ASCE 7-10

10 년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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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AB-80/40

엥글 브라켓

ER-TR

타이로드

ER-CN-100

연결부품

GS-76-F9

그라운드 스크류

ER-RT-40

ㅁ자 튜브

ER-BC-50/70

연결부품

ER-R-C80/40

C 레일 80*40

ER-SP-C40/80

C 레일 연결부품

ER-EC-N& ER-IC-N

미드 및 엔드 클램프

노지구조물 솔라테라스Ⅰ

주요 장점
• 경제적인 가격

• 다양한 기초 유형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Ⅰ은 상용 및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적합한 경제적인 노지 구조물 시스템입니다 . 평균 코팅 두께가 65 μ m(ASTM 
A123 표준 ) 인 용융아연도금강으로 제조되어 강력하고 안정적이며 경제적인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Ⅰ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아연 도금 노지 구조물 솔루션

노지구조물 솔라테라스Ⅰ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설치 각도

기초 유형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또는 세로

테두리 ( 유 , 무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고객 요청에 따른 설계

그라우팅 , 그라운드 스크류 , 콘크리트

주요 구조물 : 응용아연도금강
볼트 , 너트 : HDGS

AS NZS1170.2-2011 | EN1991 I JISC8955-2017 | ASCE 7-10

10 년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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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EC-N &ER-IC-N/U18

미드 및 엔드 클램프

ER-TR-P

타이로드

R-C60/40-P

C 레일 서포트

R-C80/40-P

C 레일 80*40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 MAC

주요 장점
• 높은 내부식성

• 미려한 외형

• 다양한 기초 유형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 MAC 은 상용 및 유틸리티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 적
합한 경제적인 노지구조물 시스템입니다 . 안정적인 내식성과 우아한 표면을 
가진 최신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코팅 강으로 제조되었습니다 .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 MAC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코팅 강 노지 구조물 솔루션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 MAC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설치 각도

기초 유형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또는 세로

테두리 ( 유 , 무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고객 요청에 따른 설계

그라우팅 , 그라운드 스크류 , 콘크리트

주요 구조물 :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 코팅 강 ( PosMac)
볼트 , 너트 : HDGS

AS NZS1170.2-2011 | EN1991 I JISC8955-2017 | ASCE 7-10

10 년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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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 ECO 는 상업용 설치 및 유틸리티 설치에 적합한 시스
템으로서 사전 조립되어 설치가 간편한 노지 구조물입니다 . 혁신적인 M- 모
듈 채널 레일은 설치 정밀도를 높이고 빠른 설치에 도움이 됩니다 . 솔라테라스 
ECO 는 고품질 엔지니어링 부품을 사용하여 염분이 높은 지역에도 적합하며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 할 때 설치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입니다 .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 ECO
간편한 설치를 위한 알루미늄 노지 구조물 솔루션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 ECO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설치 각도

기초 유형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또는 세로

테두리 ( 유 , 무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고객 요청에 따른 설계

그라운드 스크류 , 콘크리트

주요 구조물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 NZS1170.2-2011 | EN1991 I JISC8955-2017 | ASCE 7-10

10 년

기술정보
CII-M& EC-M/OM

미드 및 엔드 클램프 , M 모듈

ER-R-TM

TM 레일

BR-STEco/EW

각도 조절형 브라켓

ER-RCII-W

레일 클램프

S-Eco/N

N 서포트

S-Eco/W

W 서포트

노지 구조물 솔라테라스 ECO

주요 장점
• 높은 내부식성

• 간단하고 빠른 설치

• 고객 맞춤의 다양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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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주차장 ezShade II

G-SDII/150

레일 168 스플라이서

EC-W & ICII-W

엔드 & 미드 클램프 II

BA-SDII/280

T- 베이스 280

GU-SDII/22

거터 22

HJ-SDII/158/240

H 연결품 240

R-SDII/168

레일 168

RT-100/90

ㅁ튜브 100*90

HJ-SDII/158/130

H 연결품 130

R-SDII/60

레일 60

ER-RC-T/W

T 레일 클램프 및 W 모듈

BA-SDII/200

T- 베이스 200

솔라주차장 ezShade II 은 주거 및 상업용으로 차량보호와 태양광발전을 동시
에 제공하는 주차솔루션입니다 . 고품질 알루미늄 부품과 스테인리스 스틸 연
결품은 견고하고 안정적인 시스템을 보장합니다 . 정교한 구조 설계로 많은 양
의 EPDM 고무를 사용하지 않고도 방수 기능을 제공 합니다 . 실버 알루마이트 
및 블랙 알루마이트 두가지 옵션을 모두 사용 가능하여 원하시는 색상으로 제
공합니다 .

솔라주차장 ezShade II

솔라주차장 ezShade II

주거용 및 상업용 태양광발전 주차장 솔루션

패널 방향

패널 종류

풍속 / 적설량

설치 각도

기초 유형

재질

설계 표준

품질 보증

수직 또는 수평

테두리 ( 유 , 무 )

설계에 따름

5 ° 또는 10 °

콘크리트

주요 구조물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 NZS1170.2-2011 | EN1991 I JISC8955-2017 | ASCE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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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주요 장점
• 쉬운 설치

• 방수 기능

•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구조물

• 고객 맞춤형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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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ezRack® 솔라팜

주요 장점
• 쉬운 설치

• 견고하고 부식에 강한 알루미늄 구조물

• 고객 맞춤형 솔루션

ER-RC-SFA/TRI/B

삼각대용 레일 클램프

ER-P-SFA

사전조립 이중 홈 지지대 100*60

SP-TW100

TW 레일 100 스플라이스

ER-SP-SFA/G

거더 120 스플라이스

GS-76

그라운드 스크류

R-TW100

TW 레일 100

ER-G-SFA

사전조립 거더 120

ER-AA-50

각도 AL

ER-TRI-SFA

솔라팜 , 삼각대

ER-S-SFA

튜브 서포트

PV-ezRack® 솔라팜

PV-ezRack 솔라팜은 경작지에서 PV 설치를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 설
치된 태양광발전소는 사이사이에 농기계가 진입할 수 있도록 높게 설치되었으
며 또한 , 구조물이 농작물에 필요한 햇빛을 가리지 않습니다 . 알루마이트 처
리된 고품질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부식이 없고 외향적으로 미려합니다 .

PV-ezRack® 솔라팜
경작지에 PV 설치를 위한 태양광발전 시스템

패널 방향

패널 종류

풍속 / 적설량

설치 각도

설치 높이

음영 계수

기초 유형

재질

설계 표준

품질 보증

수직 또는 수평

테두리 ( 유 , 무 )

설계에 따름

설계에 따름

최대 3 미터

30% 미만

콘크리트

주요 구조물 : AL6005-T5 볼트 , 너트 : SUS 304

AS NZS1170.2-2011 | EN1991 I JISC8955-2017 | ASCE 7-10

10 년 보증

기술정보

EC-W & ICII-W

엔드 & 미드 클램프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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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구조물 EzTracker D1

기술정보
구조적 및 기계적 특징

컨트롤러 특징

기타 특징

추적 시스템

드라이브 유닛 당 kWp

동작 추적 범위 (E-W)

최대 모듈 용량

모터

주요 재질 

추적 정확도

모듈 유형

구동 방식

기초 유형

경사 한계

태양 추적 방식

풍속

컨트롤러 시스템

작동 온도

설계 표준

데이터 피드

신호 전송 방식

분산된 단일 축

27kWp ( 300Wp 모듈 )

± 45° , ± 50°

90 모듈 (1x90, 2x45, 3x30 )

24V DC 모터

응용아연도금강 / AL6005-T5

± 2°

테두리 (  유 , 무  )

리니어 드라이브

Steel pile, PHC pile, 콘크리트

남북 방향 10%

천문 알고리즘 + 폐쇄 루프 제어식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SCM

-30℃ to+60℃

GBT29320-2012, UL3703/2703

RS485 모드버스

유선 또는 무선 ( 지그비 )

양식장 태양광 발전
영농형 태양광 발전

노지 구조물 EzTracker D1 은 불규칙적인 지형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이기 위
해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 분산 작동 아키텍처를 통해 높은 경사 허용치를 지
녀 경사진 언덕에서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 EzTracker D1 은 혁신적인 듀얼 드라
이브 시스템으로 구동되어 토크 튜브에 가해지는 부하를 분산하여 구조적 안
정성을 개선하여 주요 구조물에 대한 비틀림 부하를 크게 줄였습니다 . 이를 통
해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 또한 Bifacial Prone 설계를 
통해 EzTracker D1 은 일반적인 고정형 시스템에 비해 발전량을 최대 30 % 까지 
높여 줍니다 .

노지 구조물 EzTracker D1

산악 지역
사막 지역

노지 구조물  EzTracker D1
대형 프로젝트를 위한 안정적인 추적식 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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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구조물 EzTracker D1

RWDI 와의 협력

풍하중은 트래커의 고장의 가장 일반적인 요인입니다 . 풍하중으로 발생되는 문제들을 피하기 위해 Clenergy 는 

RWDI 와 함께 EzTracker D1 에 정하중 및 동적 풍하중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 RWDI 는 세계 최초의 풍력 

엔지니어 연구소로 , 최첨단 시뮬레이션 기술을 갖추고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구조 풍력 엔지니어링에 대한 풍부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EzTracker D1 은 구조적인 견고성 및 안정성의 향상

을 위해 최적화 설계되었습니다 .

노지 구조물 EzTracker D1

주요 장점

구성품

높은 안정성

높은 지형 유연성

낮은 건설 비용
새롭고 혁신적인 듀얼 드라이브 설계 덕분에 토크 빔에 가해지
는 구동 하중과 외부 하중이 보다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습니
다 . 또한 자체 교정 시스템으로 안정성 향상시겼습니다 .

분산 작동 아키텍처를 사용하면서 EzTracker D1 을 경사진 언덕
과 불규칙한 지형에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특
허 받은 구면 베어링을 사용하면서 시공 공차에 원활하게 대처
할 수 있고 레벨링 작업이 쉬워지고 시공 시간이 단축됩니다 .

간편한 정비
Clenergy 는 원활유가 필요 없는 베어링 , 일일 추적 교정 시스
템 , 무료로 제공되는 미니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 이동식 드
라이브 시스템 등 고객이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것들은 공급
하여 쉬운 정비와 보수가 가능하도록 EzTracker D1 을 설계하
였습니다 .

긴 수명 설계로 인해 EzTracker D1 은 트래커 당 6-7 개의 파일
만 필요하지만 , 다른 제품은 약 9 개가 필요합니다 . 이러면 점
은 파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시공에 소요되는 시간과 
작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베어링
• 독립 PV 모듈에서 직렬 연결로 전력 수급
• 지그비 무선연결
• 적은 배선 및 브리지

• 낮은 전력 소비 (0.12kWh / 일 )

드라이버
• 듀얼 드라이브 디자인

• CE 인증

• IP66 보호

• 모듈화 되어있는 설계

• 쉬운 현장 유지 보수

베어링
• 세계 최고의 업체에서 재료 수급
• 윤활유 불필요
• 자외선 내성
• UL 인증
• 탈부착 가능
• 간편한 O&M

토크 큐브
• 큰 단면적
• 견고한 구조
• 작은 비틀림 하중

• 향상된 바람 저항 

H- 빔
• 높은 안정성을 지닌 H 빔

• 뛰어난 설계로 인한 

  추가적인 구조 안정성

풍하중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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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SFI-MF

주 부유구조물

ER-SFI-CB

결합 구성품

ER-SFI-FS&ER-SFI-RS

서포트

ER-SFI-AF-D

작업대 부유구조물

ER-SFI-RC

리어 클램프

수상 구조물 SolarFloating Ⅰ

주요 장점
• 빠르고 쉬운 설치

• 포장 및 운송 비용 절감

수상 구조물 SolarFloating Ⅰ은 수상에 PV 를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 솔루션으
로 기존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토지 사용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계되
었습니다 . 발생하는 수증기를 줄이고 수조에서 조류의 발생을 억제하는 데 도
움이 됩니다 . 물의 냉각 효과로 인해 PV 시스템은 더 나은 발전 효율을 보입니
다 . 수상 구조물 SolarFloating Ⅰ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HDPE) 으로 제조되며 
프레임 및 프레임리스 PV 모듈에 적합합니다 .

수상 구조물 SolarFloating Ⅰ
수상 태양광을 위한 최적의 설계

수상 구조물 SolarFloating Ⅰ

모듈 방향

모듈 유형

풍속 / 적설량

설치 각도

재질

설계 표준

보증

가로

테두리 ( 유 )

지역상황에 따른 설계

고객 요청에 따른 설계

주요 구조물 : HDPE

AS NZS1170.2-2011 | EN1991 I JISC8955-2017 | ASCE 7-10

5 년

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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랏차부리 , 태국
8MW  STI Commercial

나콘사완 , 태국
8MW  STI 영농형

내몽골 
20MW STI Commercial

산동 , 중국
20MW STI Commercial

웨이팡 , 중국
60MW STI 영농형

베트남 
12MW  STI-D Commercial

주요 실적

사이노이 , 태국 
5MW  STI Agriculture

필리핀 
20MW  STI Commercial

닌 투언 , 베트남
80MW STECO

크롱 파 및 테이 닌 , 베트남 
138MW STI Commercial

칸 호아 , 베트남
100MW STI Commercial

아유타야 , 태국
5MW  STI Agriculture

주요 실적 주요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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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 2.88MW 
SolarRoof

로빈슨 , 필리핀 , 1.19MW  
SolarRoof

콤펭페치 , 태국 , 1 MW 
SolarRoof

크론버리 , 태국 , 1MW 
SolarRoof

안후이 , 중국 , 7.6MW 
SolarRoof

라롱 , 태국 , 3.3 MW 
SolarRoof

우돈타니 , 5MW, 태국  
Tracker M2

사라버리 , 태국  
STI Commercial

바탄가스 , 필리핀 , 4.77MW   
SolarRoof

중국 , 36MW 
SolarRoof

크론버리 , 1MW, 태국  
Tracker M1

베트남 , 37.5MW
Tracker D1

주요 실적 주요 실적



Clenergy 호주
1/10 Duerdin Street, Clayton VIC 3168 Australia
Tel: +61 3 9239 8088 Fax: +61 3 9239 8024
E-mail: sales@clenergy.com.au www.clenergy.com.au

Clenergy 중국
999-1009 Min’an Rd, Huoju Hi-tech Ind. Dev. Zone
Xiang’an District 361101, Xiamen, Fujian, China
Tel: +86 592 311 0088 Fax: +86 592 599 5028
E-mail: sales@clenergy.com.cn www.clenergy.com.cn

Clenergy EMEA
Esplanade 41, 20354 Hamburg, Germany
Tel: +49 (0) 40 3562 389 00
E-mail: sales.emea@clenergy.com

Clenergy 배트남
Tel: +86 592 3110095
E-mail: sales_vietnam@clenergy.com; 
            susie.chen@clenergy.com;
           

Clenergy 일본
Nittochi Yamashita Building 5th Floor
23 Yamashita-cho, Yokohama, 231-0023 Japan 
Tel: +81 45 228 8226 Fax: +81 45 228 8316
E-mail: sales@clenergy.co.jp www.clenergy.jp

Clenergy 필리핀
145 Yakal St., San Antonio village, Makati City, Philippines
Tel: +63 977 8407240
E-mail: sales_ph@clenergy.com www.clenergy.ph

Clenergy 태국
9/2, 5th Floor, Vorasin Building, Soi Yasoob 2, Viphavadee-Rungsit
Road, Chomphon Sub-district, Chatuchak District, Bangkok 10900
Tel: +66 (0) 2 277 5201, +66 (0) 6 3228-0200
E-mail: sales_th@clenergy.com,support_th@clenergy.com

Clenergy 싱가포르
24 Raffles Place #28-01 Clifford Centre Singapore 048621
Tel: +65 9743 1425
E-mail: vincent.chan@clenerg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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