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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개

에너지코리아(ENERGIE KOREA)는

국내 소비자에게 에너지기기 및 솔루션을 제공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현재 포르투갈 ENERGIE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ENERGIE사의 태양열 열역학

시스템 보일러의 국내보급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NERGIE사는

포르투갈에 본사를 두고 있는 30년 전통 에너지 전문기업으로, 

국제특허에 의한 의한 ‘써모다이나믹 쏠라시스템’을 개발 및 생산하여, 

30여 개국 선진국만을 대상으로 제품을 수출해 온

믿을 수 있는 보일러 전문기업입니다.

(참조 : 포르투갈 본사 홈페이지 www.energie.pt )

<기업정보>

회사명 에너지코리아 (주)

대표이사 주춘호

설립일자 2014년 6월 16일

본사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1길 17-9 (우록리)

제주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079 

http://www.energi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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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ERGIE 시스템

 태양열 열역학 시스템 (Thermodynamic Solar System)

THERMODYNAMIC SOLAR SYSTEM은

태양열 열역학 시스템은 기존의 불완전한 2개의 기술을 합친 결과물입니다.

압축기

콘덴서

팽창밸브

온수

열펌프 + 열집열기

열펌프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온도의 환경에 의존적이고, 

기존 태양열 집열기는 뜨겁고 맑은 날에는 좋지만,

태양이 보이지 않는 날이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리는게 현실적입니다.

하지만, ENERGIE사 제품의 기술력은 열펌프와 열집열기 기술력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에너지 최빈국인, 우리나라의 사정에 비추어 초절전 제품인 대기열 보일러를 사용함으로써,

난방과 온수 두가지를 동시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쏠라패널

기후에 상관없이 대기중 열

흡수

과도한 열 발생 없음

건축물과 시각적 조화

장비

무배관 작업

환풍기 불필요

성에제거 싸이클 불필요

초효율 압축기

보조기기 불필요

24시간 55° 온수 생산



쏠라패널 (집열판) 내부에는 냉매가 흐르도록 미세관이 형성되어 있다.

미세관을 통하여 저온의 냉매가 흐르면, 

집열판이 대기온도보다 낮은 온도가 되어 주변 공기 속의 태양열, 빗물 속의 잠열 등을 흡수하여 열교환기 측으로 이송되며, 

열교환기에 의해 축열조 물을 온수로 가열한다. 

열을 물에 전달하고 냉각된 냉매는 컴프레셔에 의해 다시 집열판으로 보내지는 사이클 동작을 하게 된다.

쏠라패널장점

• 크기 : 2m x 0.8m

• 8kg 미만의 가벼운 무게, 쉬운 이동 및 설치

• 알루미늄 양극 산화의 유연한 코팅

• 유리,고무 또는 찢어지기 쉬운 재료가 아님

• 과열 위험 없음

• 동파 위험 없음

• 염분환경에서 높은 저항

• 높은 습도 저항

• 수평으로 85~10도에서 설치 할 수 있음

• 정원, 지붕, 벽등에 설치 할 수 있음

• 25년 수명의 내구성

1. ENERGIE 시스템

2 m

80
cm

알루미늄재질
(+특수코팅)

25년
긴수명

8kg
설치용이

고효율
양면흡수



저온의
액체상태 냉매

고온의
기체상태 냉매

△t 온도 차이는
항상 존재

미세한 열(온기)까지도 에너지 化

대기 온도

흡수 에너지

냉매 온도 냉매 온도

대기 온도

- 쏠라패널(Solar panel)의 에너지 흡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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쏠라패널 (Thermodynamic Solar Panel)

Max. COP 6.5

• 에너지효율(COP)이 최고 6.5 인, 초 고효율 시스템입니다.

(태양열 온수기나 공기열 히트펌프에 비해 에너지효율이 무려 3~4배 높습니다)

• 엄동설한에도 55 ℃ (HT Model 65 ℃) 물을 연속생산 합니다.

• 실외기가 없는 시스템이므로 소음이 없습니다.

• 실외기 구동에 필요한 전기를 절약합니다.

• 제상공정이 필요 없어 에너지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집열판은 열 흡수면적이 넓으면서도 중량은 가볍고, 강풍에도 견디도록 견고합니다.

• 집열판은 동서남북 방향에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으며,

지붕, 옥상, 건물벽면, 아파트베란다는 물론, 수증기나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장에 설치하여도 무방합니다.

• 가정용부터 상업 및 산업용까지 다양한 모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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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NERGIE 용도

가정용 온수

자영업자용 온수

중앙난방

상업용 및 산업용

대용량 온수공급 시스템

소규모 및 대형 풀장

온수관리(히팅) 시스템



ENERGIE 시스템 보일러(온수기)는모든장소에설치및활용 가능!

분 야 분 야

정부기관학교

- 주민센터 등 정부기관 관공서

- 군부대, 원격시설, 산악대피소 등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온수/난방

도로교통

- 도로결빙구간의 결빙방지

- 철도역사, 지하철 역사

- 고속도로휴게소

주택

아파트

- 주택, 아파트 등

- 농가주택, 전원주택, 별장(+수영장)

병원

복지시설

- 병원, 노인요양시설, 복지시설, 공중화장실

- 기숙사, 노인정, 마을회관 등 대중이용시설

농업
- 농업용 비닐하우스 난방

- 양어장, 축산농가의 온수 및 난방

위락

숙박시설

- 온천장, 모텔, 호텔 등 숙박시설

- 공중목욕탕, 사우나, 수영장 등

- 펜션, 리조트의 온수 난방, 수영장

산업시설

- 염색, 도금, 도장 등

- 산업용 대형보일러의 예열시스템

- 미생물 방식 오폐수/하수처리장의 처리수 온도조절

소규모

자영업

- 식당, 커피숍 등 식음료 판매시설

- 미용실, 이용원의 온수

- 꽃가게 등

스포츠

시설

- 수영장 등 스포츠 시설

- 골프장 게스트하우스 등

- 어린이 및 성인 캠프(+수영장)

기타 - 교회, 기도원 및 사찰 등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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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NERGIE 제품

수영장 히팅 시스템
THERMODYNAMIC SOLAR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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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일 즐거운 수영장

ENJOYMENT OF THE POOL, 365 DAYS PER YEAR

1 년 내내 수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ENERGIE 시스템은 유지 보수가 필요 없으므로 운영 비용이 절감됩니다.

정기적으로 유체를 추가 할 필요가 없는 밀폐된 회로를 사용합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수영장 염소에 매우 높은 내성을 갖는 티타늄 열 교환기를 사용합니다.

기존 시스템보다 경제적이며 효율적입니다.



저비용으로 1년 365일
수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써말블럭 열교환기 수영장

4 패널

온수공급

환수

저온/저압 냉매

수영장 수온관리 계통도

고온/고압 가스

3. ENERGIE 제품



가정용온수시스템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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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비용으로 가정용 온수 생산!

WARM WATER FOR THE LEAST COST

1개 또는 2개의 열역학 쏠라패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온수 솔루션!

ENERGIE 가정용 온수 보일러는 높은 에너지 효율과

CO2를 대기에 배출하지 않고 깨끗한 온수를 55℃까지 제공합니다.

또한 기존 전기, 가스 기름값의 약 80%이상 절약해주는 것을 기대 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음 제품으로 소음공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쾌적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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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온수공급계통도

4~5인 가족이 풍족하게 온수 사용,

80%까지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기대

65 ℃
온수 사용

1 패널

Esm 200

냉수 공급
저온/저압 냉매

고온/고압 가스

3. ENERGIE 제품



대용량온수시스템 ECO-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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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 온수공급으로 웰빙 라이프 실현!

FEEL THE SURROUNDING WELL-BEING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1년 365일 24시간 60° 온수 공급

토목/건축 작업 없이 기존 시설에 적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풍족한 온수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온수 생산을 필요로 하는

호텔(모텔), 학교, 유치원, 병원, 쇼핑센터, 스포츠 시설, 음식점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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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량온수공급계통도

써말블럭 실린더 (1,000~6,000리터)

4~40 패널

저렴한 비용의 온수를
대량 생산할 수 있습니다.

80%까지 에너지 비용 절감 기대

65 ℃
온수 사용

냉수 공급
저온/저압 냉매

고온/고압 가스

3. ENERGIE 제품



중앙난방시스템
THERMODYNAMIC SOLAR BLOCK

풍족한 온수공급으로 웰빙 라이프 실현!

FEEL THE SURROUNDING WELL-BEING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소

1년 365일 24시간 60° 온수 공급

토목/건축 작업 없이 기존 시설에 적용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풍족한 온수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양의 온수 생산을 필요로 하는

호텔(모텔), 학교, 유치원, 병원, 쇼핑센터, 스포츠 시설, 음식점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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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소형 온수기
A Q U A P U R A  M O N O B L O C K 1 0 0

기존 전기/가스 온수기를

대체 할 수 있는 진정한 솔루션!

ECONOMY | COMFORT | ECOLOGY

콤팩트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가정용 소형 온수기입니다.

집안 최소한의 공간에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손쉬운 설치 및 사용!

부엌의 수납공간 활용!

세탁기와 연동될 수 있는 설계!

100 L
용량

65°
온수 생산

벽
응용

COP
3.36

H –온수

C –냉수

mm로 측정

H
EA

T 
PU

M
P

3. ENERGIE 제품



4. ENERGIE 프로젝트

ENERGIE 제품은 세계 어디서나, 어떠한 기후에서도 이상적인 솔루션입니다!



- 건물의지붕에설치된쏠라패널 -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쏠라패널 모습

- 쏠파패널에 눈이 내려얼어 붙은 상태에서도 에너지 흡수

- 아파트베란다 설치사례

(검은색 얇은 집열판이 난간의 내부에 부착되었고, 온

수통이 한쪽에 설치되었다)

4. ENERGIE 프로젝트



- 상업시설의 대량온수 사용 및 난방시스템 설치

수영장
설치

- 공장의 보일러 대체용 설치

4. ENERGIE 프로젝트



거제 해송키즈랜드 수영장 설치

4. ENERGIE 프로젝트



진주 - 무인텔 설치

4. ENERGIE 프로젝트



낚시카페 설치

4. ENERGIE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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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격인증 및 시험성적서



유럽 주요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규격 인증 및 시험성적’을 통한 인증 마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규격인증 및 시험성적서



유럽 주요국가 공신력 있는 기관들의 ‘규격 인증 및 시험성적’을 통한 인증 마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 규격인증 및 시험성적서



에너지코리아㈜
본사 :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우록1길 17-9 (우록리)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2079

T. 043-267-5707 (본사)  T. 064-796-5706 (제주지사)   F. 043-260-5677

E-mail. energiekorea@gmail.com

고객센터 : 1588-57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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