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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핏 소개

태양광 발전사업, 전기를 팔아서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나눔핏은 단독주택 옥상부터 축사, 창고 및 상업시설 등 소형발전사업을

쉽고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태양광 맞춤형 전문 브랜드입니다.

제주 기반의 글로벌 토종기업 

전세계 태양광 주택 970개소 설치 경험

미국 캘리포니아 / 베트남 호치민 지사 

글로벌 태양광 브랜드 

나눔에너지의 태양광 융복합 기술력

원천기술 특허 10건 보유, 국제 특허 2건 출원

지능형 태양광 기술 보유

한국형 FIT 제도 소개 한국형 FIT 발전사업이란? 소규모(100kW미만)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 할 때 안정적인 수익과 전기판매

절차의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정부 제도입니다. 

일반 발전사업 단가(140원)보다 

약30% 높은 197원으로 20년간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됩니다.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세요

197원 단가는 2021년 12월 31일

까지만 적용됩니다. 매년 단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소규모 태양광 사업은 지목 변경 

및 개발 행위가 필요 없습니다.

지붕 등의 잉여면적을 활용할 수 있어 

개발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 토지 난개발 

방지할 수 있고 사업 추진 속도도 빠릅니다.

쉽고 빠르게 경험하세요

48시간 이내 AS 처리 보증 

고장 발생 시 100% 수리 보증

20년 이후 폐기물 무상 수거 서비스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원스톱 서비스(OSS)

고객맞춤형 유지보수    

제주 최초 무상 10년 유지보수 시스템

2년 연속 제주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든든한 파트너

나눔핏 브랜드 가치

나눔핏 지능형 플랫폼   

전력 판매

20년간 고정수입 보장

48시간
이내 AS 처리10년 무상 유지보수

20년 후 폐기물
무상수거

글로벌 강소
벤처기업

년 7,550,000원 태양광 용량 30kWh 기준

2021년 매입금액 197원/kWh /가중치 1.5



100세 시대 노후보장의 필수 아이템,나눔핏과 함께 하세요!

사업예산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발전 사업을 위한 금융 활용을 통해 자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나눔핏이 도와드립니다.

사업비 100% 대출이 가능하며 최종 대출 가능 금액은 은행 상담 후 최종 결정됩니다.

금융 상담, 사업자 설립, 세무 업무 등의 복잡한 사업 절차를 오랜 노하우를 가진 나눔에너지가 

원스텝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질문2 타 태양광 업체와 차별화 된 나눔핏만의 특장점은 무엇인가요?

나눔핏은 나눔에너지의 파트너사를 통해 시공 자재 비용을 최소화합니다.

현장에 맞는 1:1 설계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얻을 수 있게 설계합니다.

다수의 태양광 관련 특허를 보유한 나눔에너지의 우수한 기술력과 업무관리능력으로 시공 효율을 극대화 시킵니다. 

제주 본사와 경기 지사를 통해 A/S기간을 최소화 하여 문제 발생 시 손실을 현저히 줄입니다.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하여 발전량 및 수익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 매달 발생되는 태양광 발전 수익으로 상환 가능하므로 대출 상환의 부담이 없습니다.

나눔핏 지능형 플랫폼   

사업조건

FAQ

Contact Us 

Tel 1577-5242

Fax 070-8812-0420

Website www.nanoomenergy.com

E-mail help@nanoomenergy.com

Blog http://blog.naver.com/nanoomenergy

Instagram @nanoomenergy

질문1

설비용량

설비

조건

100kW미만

농업 임업 축산업인 영농 / 영업조합 일반인조합 법인

120평 전후 또는 그보다 
작은 유휴부지 소유주

단독주택 또는 창고, 
상가건물, 공장 소유주

경작지 또는 유휴부지 소유 농업인

양식장 등 관련 건물 지붕

축사, 우사 재배사 등의 건물 지붕

농업용 창고 등의 건물 지붕

30kW미만

제주 / 서울, 한국 본사

EPC 및 발전소 소유, 운영

경기 지사 경기도 성남시 판교로 255 이노밸리 E동 201호

제주 본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로스엔젤레스, 미국 지사

EPC

19481 San Jos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호치민, 베트남 지사
엔지니어링

808B, 8th Floor, Diamond Plaza, 34 Le Duan, 

District 1, HCMC, Vietnam

벤처인증 기업

이노비즈 인증

KS인증  획득

건축물 위(지붕 등)

면적

일평균발전시간

일 발전량

연간 발전량

판매단가

연간발전수익

일수

3.5시간

53

365

19,163

197

약 377만원

3.5시간

105

365

38,325

197

약 755만원

3.5시간

175

365

63,875

197

약 1,258만원

3.5시간

280

365

102,200

197

약 2,013만원

3.5시간

350

365

127,750

197

약 2,516만원

약 15kWh 약 30kWh 약 50kWh 약 80kWh 약 100kWh

네이버에 나눔에너지를 검색해 보세요!

kWh당 단가 : 197원 / 일 발전시간 제주평균 3.5시간 / 예상 수치로 날씨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음

공사 비용은 설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상수익 분석

농산물 가공, 저장, 포장 등의 창고

또는 공장 조합 소유의 유휴부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