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주요거점에있는SK네트웍스주

유소 16곳에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기를

설치한다.

SK네트웍스는서울,경기,인천,대전,

부산, 울산등전국 16개 SK네트웍스직

영주유소에전기차급속충전기를설치하

고내부시험을거쳐다음달12일부터상

업운영에들어간다고23일밝혔다.

이번에 설치할 전기차 급속 충전기는

100kW급10대, 50kW급6대다.

100kW급충전기는 30분에전기차배

터리의50kW를충전할수있다.이는서

울에서대구까지거리인약 250km를주

행할수있는용량이다.

50kW급 충전기는 30분에 22.5kW를

충전할수있으며서울∼세종거리인125

km주행이가능하다.

SK네트웍스는올해중주요거점30개

소에 50여대의급속충전기를설치할계

획이다.

아울러오는 10월에는전기차전용플

랫폼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 충전, 예

약, 결제, 멤버십할인을손쉽게할수있

도록한다.

SK네트웍스관계자는 전기차보급대

수는증가세나급속충전기가턱없이부

족하고차량충전중인고객이쉴만한공

간도전무한상황이라며 전국주요거점

에있는 SK네트웍스직영주유소를기반

으로전기차충전고객에게도 넘버원SK

의서비스를제공하겠다고말했다.

/박인규기자asiaee@

6 2019년 7월 24일 수요일 산업 에너지

윌링스, 25일코스닥상장계기로 제2도약 기대

현대에너지솔루션, 5월코스피상장예비심사청구

윌링스안강순대표가11일서울여의도에서기자간담회를갖고주요사업에대해설명하

고있다.

탈원전의추세속에신재생에너지의도

약날갯짓이지지부진한공모시장에서도

눈에띄고있는모양새다.최근태양광발

전관련기업들이잇따라출사표를던지

며투자자들의관심이모아지고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윌링스,

현대에너지솔루션등태양광모듈전문기

업이상장절차를밟고있다.더불어씨에

스베어링,지엔원에너지등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들도대거IPO(기업공개)준비

에나선상태다.

태양광 발전 부품 제조업체 윌링스는

오는25일코스닥시장상장을계기로 제

2의도약을준비하고있다. 해당기업은

앞서지난16~17일마감한일반청약에서

경쟁률 532.83 대 1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고이달10~11일진행한기관투

자자수요예측에서도 1082.15 대 1의경

쟁률로공모가상단인1만2500원으로공

모가를확정했다.작년순이익반영시확

정공모가 기준 PER(주가수익비율)은

14.6배수준이다. 에너지시설및서비스

업종회사들의주가흐름이부진한상황

속에서도투자자들의관심이모아졌다.

지난 2003년 설립된 윌링스는 태양광

전력변환장치 개발 및 제조에 주력하고

있는 에너지기술업체로 태양광 인버터,

ESS(에너지저장장치)용PCS등을중심

으로사업을운영하고,태양광발전EPC

사업을별도로진행하는등다변화된사

업포트폴리오를보유중에있다.

정부가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따라태양광시장은오는2030년

까지 18배성장할전망으로예측되고있

다.특히해당기업의주력제품인태양광

인버터는태양전지모듈에서생산된직류

전력을 교류전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태양광시장성장만큼최근그수요도급

격히오르고있다.

윌링스는1MW급이상의인버터비중

이높아지는추세속에대용량태양광인

버터시장을선점하고있어관심을모으

고있다. 이에힘입어작년매출은543억

원을기록하며사상최초로매출액500억

원을돌파하는데성공했다.윌링스는코

스닥상장을통해수상용태양광시장은

물론일본,베트남등세계시장도적극적

으로공략할예정이다.

윌링스 관계자는 일본에서 우리의 주

력제품에대해어느정도성능을검증받

은만큼이를시작으로베트남등다른국

가로도진출을확대할것이라며 대용량

인버터는기술력이없으면만들수없는

데다단가자체도중소형제품보다높아

다른경쟁사대비보다유리한고지를점

할수있다라고각오를다졌다.

고효율 태양광 셀과 모듈을 생산하는

현대에너지솔루션도지난 5월말코스피

상장예비심사를청구하고현재상장절

차를밟고있는중이다.

해당 기업은 지난 2016년 현대중공업

신재생에너지사업부가물적분할해설립

된회사로,거래소에상장예비심사청구서

를제출하기에앞서지난5월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에서 사명을 변경한 바 있다.

2004년태양광사업에진출한이후작년

매출액은 3476억 원, 당기순이익 186억

원을 기록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

난 2017년부터 중국업체들과의 저가 경

쟁을 포기하고 고효율 패널과 셀 시장,

EPC(시스템시공) 사업에 몰두하고 있

다. 작년현대건설의발주로건설한충남

서산간척지태양광발전소는모두 1000

억원이투입된국내최대규모의태양광

프로젝트다.

풍력발전부품제조업체씨에스베어링

은작년 12월말상장예비심사청구후6

개월여만엔코스닥상장예비심사를통과

했다.

더불어 태양광발전플랫폼기업솔라

커넥트, 지열냉난방시스템기업지엔원

에너지(구코텍엔지니어링) 등이주관사

를선정하거나주관사선정작업을진행하

는등기업공개를준비중에있다.

그간공모시장을견인했던바이오제약

업체들이큰악재를맞으면서신재생에너

지기업들의잇단출사표가이목을끌고

있다.하반기에는이들기업등이업종다

변화를주도해나갈것이란관측이나오

고있다. /김슬기기자clemency@

공모시장에서도신재생에너지 날갯짓

이달말까지해당국가공무원에국제교육진행

수력발전사업노하우전수^현장견학등 박차

수자원公, 파키스탄에신재생에너지기술력전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전세계적으로지속되고있는가

운데우리신재생에너지기술도이에일조

해나가고있는모습으로이목을끌고있

다. 이달 수자원공사는 개발도상국을 대

상으로친환경기술력전파에나섰다.

23일업계에따르면한국수자원공사는

한국국제협력단과함께공사인재개발원

에서파키스탄전력부, 과기부등에너지

분야 공무원에게 신재생에너지기술 및

적용 국제교육을진행하고있다. 교육은

오는31일까지계속된다.

현재파키스탄은수자원, 일사량, 가축

분뇨등풍부한에너지원을보유하고있

지만낙후된전력인프라로인해전력부

족을겪고있는상황이다.

이번 교육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신재생에너지개발및관리▲관

련기술동향과전망▲국내태양광수력

발전▲현장및연구시설견학등의주제

로진행이되고있다.

수자원공사는 다양한국내에너지기

관과기업의친환경에너지사례를중심

으로수력,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등

에너지원별 종합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국내1위신재생에너지기업의기

술력과파키스탄파트린드수력발전사업

을 추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론교육

뿐만아니라충주수상태양광및수력발

전소, 발전통합 운영센터 등의 한국수자

원공사시설및대관령풍력단지, 태양광

모듈생산현장(한화큐셀)등다양한현장

학습을연계해교육효과를높이고있다.

더불어수자원공사는연수종료이후에

도파키스탄의교육생들이역량을개발하

고현업에서기술을적용할수있도록지

속해서컨설팅등을통해학습성과를관

리하고국내우수기업과현지연수도추

진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도

지원할예정이다.

/김슬기기자clemency@

SK거점주유소 16곳에

전기차급속충전기설치

에너지자립마을임동면중평단지. /연합뉴스

안동시에너지자립마을조성

신재생에너지융 복합지원공모선정

25억투입…마을 6곳태양광등설치

안동시의에너지자립도시구축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국비지원을받게된시는태

양광,태양열등을대거설치해환경

친화 마을을 조성해나간다는 방침

이다.

22일안동시에따르면금소리안동

포마을을비롯해지역 6개마을을대

상으로에너지자립마을을조성중인

시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

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추진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국비공모사업에선정돼국비지원을

받게됐다. 해당사업은같은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설치해개별가구에에너

지를공급하는내용이다.

앞서안동시는국비공모사업선정

을위해사업대상자를댐주변지역,

전통문화 보존지역, 매립장 주변 지

역, 도시재생지역등으로구분해사

업을신청했다.

이번 사업대상지는 임하면 금소리

안동포마을을포함한6곳(임하면금

소리고곡리, 임동면 중평리사월리,

용상동,강남동무주무)이다.

안동시는국비10억2000만원과도

비,시비등총25억2000만원을투입

해6개마을에태양광179곳571kW,

태양열 69곳 144㎡, 지열 12곳 210

kW를설치할예정이다.이사업으로

시는주민들의에너지비용절감은물

론이산화탄소배출량감소효과를기

대하고있다.

안동시는 앞으로도안동을탄소없

는환경친화적에너지자립도시로만

들겠다. 라고포부를밝혔다.

/김슬기기자clemen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