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태양광발전을 통한 나이지리아 교육 및 시민 건강 증진 인정받아 

-  클라우드 연결성 접목한 태양광 인버터 ‘Conext SmartGen’ 최초로 선보여

-  스마트젠 등 최상의 태양광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태양광 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

슈나이더일렉트릭코리아㈜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한국 대표 

: 김경록)이 태양광발전을 통한 나이지리아 교육 및 

시민 건강 증진을 인정받아, 세계 최대 태양광 전

시회인 인터솔라 어워드 2016의 우수 태양광 프로

젝트 부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나이지리아 공공기관에 태양광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영국 국제개발

부(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및 나이지리아 라고스 주 정부의 계획 하에 슈나이

더 일렉트릭과 아프리카 에너지 사의 합작으로 진

행됐다.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시회 

‘인터솔라 어워드 2016’ 수상

대형 스케일 인버터 시스템 컨넥스트 스마트젠 
[사진 = 슈나이더 일렉트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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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불안정

한 전력 수급으로 광범위한 정전이 만연한 나이지

리아 지방의 172개 학교 및 11개 공공 보건소를 선

정, 태양광 에너지와 저장소를 제공했다. 이를 통

해 24시간 분만 수술 및 안정적인 과학, 컴퓨터 수

업 운영을 가능케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이번 시상식이 열린 세

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전시회 인터솔라 2016에서  

컨넥스트 스마트젠(Conext SmartGenTM), PV 하이

브리드(PV Hybrid) 솔루션과, 컨넥스트 CL-60 스

트링 인버터(ConextTM CL-60 String Inverter) 등 

새로운 태양광 제품들을 대거 선보였다.

주력 상품으로 선보인 컨넥스트 스마트젠TM은 

클라우드 연결성을 갖춘 1500V 대형 스케일 인버

터 시스템으로, 30년간 2MVA의 전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운영에 대한 히스토리를 자체

적으로 기록 및 보관하고, 자가 진단까지 제공한

다. 스마트젠 인버터는 컨넥스트TM 뷰어, 컨넥스트

TM 파워 클라우드, 컨넥스트TM 어드바이저2, 파워 

플랜트 컨트롤러 등으로 구성된 파워에코시스템TM 

소프트웨어 솔루션 패키지의 핵심으로, 사물인터

넷을 이용해 멀리 떨어진 운영자들과 스태프, 재정 

분석가에게 중앙 컨트롤 및 모니터링, 데이터 분

석, 예측 정비에 대한 권한을 허용해 최적의 운영

을 돕는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관계자는 인터솔라 어워드

를 통해 지속 가능한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슈나이

더 일렉트릭의 노력을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클

라우드 연결성과 30년 보장성, 업계 최고 수준의 

효율성과 뛰어난 경제성을 갖춘 스마트젠 등 최상

의 태양광 제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함으로써, 앞으

로도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태양광 에너지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대하여

1836년 프랑스에서 설립된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글로벌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 전문기업이

다. 2015년 270억 유로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16만 명의 직원들

이 에너지와 산업공정을 안전하고 생산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간단한 스위치에서 복잡한 운영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기술

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는 고객들이 비즈니스를 관리하고 자동화하는 방식을 개선시키고 있

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연결(Connected) 기술은 라이프 이즈 온(Life Is On)이라는 비전 

아래,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도시를 변화시키며 나아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http://www.schneider-electri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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