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에너지   
단 한 달 만에 운영 비용과 탄소 배출 량 을 
줄입니다 .



우리 팀은 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토대 ( 개발 ) 를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 우리는 영국에서 가
장 큰 태양광 발전소 건설 업체이며 스페인과 영국 최초의 태양광 투자 기금을 개발했습니다 . 
우리는 영국에서 FiT 정책 적용시 태양광 프로젝트의 25 %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 현재까지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249 억 달러를 개발했습니다 . 베트남에서는 최 의 태양광 전문
가 인 3 명의 주요 파트너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 우리의 사명은 이 국가서 
태양광 경제의 발전을 강력하게 촉진하는 것입니다 .

Shire Oak International 의 옥상태양광 발전 시스템으로 공장 운영 비용과 탄소 배출량을 
통제합니다 .

… 옥상 
친환경 에너지 요구 충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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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압력에 벗어나기 위해 조치를 취하십시오 . 우리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통제할 수있는 기회를 제공합 다 . 
옥상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은 바로 기업이 운영 비용을 통제할 수있는 기회입니다 .

친환경 에너지 요구 충족 

매년 5~6%. 그것은 베트남전력공 의 
연간 전기 가격 상승 수준이고 , 추세
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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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년의 수명주기 동안 1MW 태양광 시스템은 4 백만 달러 이상을 절약 할       
         것입니다 .

35,000 천 톤 톤의 탄소 배출량을 줄입니다 .
이익은 83,000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습니다 .
230 백만 킬로미터의 오토바이 주행 거리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줄입니다 .
20 년의 계약은 베트남전력공사의 표준 전기 가격에 비해 10 % 의 할인율을 적용 
합니다 .
20 년의 계약은 베트남전력공사의 표준 전기 가격과 거의 같고 미래에는 증가하지   
않는 출발점으로 고정 전기 판매 가격을 적용합니다 .

이익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익 증가 
탄소 배출량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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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세계의 제조 공장 중 하나가되었습니다 . 이 국가에는 98,000 헥타르의 
공장 지붕 면적이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 이러한 공간을 활용
하면 베트남은 탄소 배출량이 적은 제품을 만들어 책임있는 제조 국가로 명성을 
쌓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각 공장에 옥상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여 화석연
료를 사용하지 않은 에너지 원이있는 국가로 베트남을 전진시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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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1 & 112/13 Kim Son Compound, Nguyen Van 
Huong Street, Thao Dien Ward, District 2, Ho Chi Minh 
City.
112/11 & 112/13 Khu biệt thự Kim Sơn, đường Nguyễn 
Văn Hưởng, Phường Thảo Điền, Quận 2,
 Thành phố Hồ Chí Minh
Ho Chi Minh 시 , 2 군 , Thao Dien 동 , Nguyen Van 
Huong 길 , Kim Son 빌라 , 112/11 & 112/13
Tel/Đt: +84 28 36201286
전화 번호 : +84 28 36201286

vietnam@shireoakinternational.com
www.shireoakinternational.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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