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ESCO사례 _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1. 영국의 건물 부문 : 영국 아버딘 열병합발전 프로젝트

아버딘 열병합발전은 4,500세대를 포함하는 59개 블록의 고층건물과 8개의 공공건물에 열병합발전으로 

생산한 열과 전력을 공급하는 프로젝트이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아버딘 시의회는 2002년도에 보증유

한회사로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Aberdeen Heat & Power Co. Ltd을 설립하였으며, 전력과 구역난방 시

스템을 공급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절감하였다. 이러한 열병합발전 프로젝트는 

스탁키트힐, 해즐헤드 그리고 시튼의 3개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며, 열병합발전에 연결된 건물은 온

실가스 배출을 56%를 절감하였으며, 에너지비용을 50%절감하였다. 

아버딘 열전력(AH&P)는 Mission으로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고, Values로는 아버딘 

시민에서 사회-환경이익을 주는 환경영향이 낮은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다. Vision으로는 역동

적이고 목표에 전념하는 회사로서 영국에서 모범이 되어서 지속가능하고 저렴한 분산에너지를 공급하

는 것이다. 아버딘 열병합발전 프로젝트는 영국 내에서 널리 알려졌으며 아래와 같은 여러 개의 상을 수

상한 바 있다.

•  2008년도 영국 주택대상에서 주거시설의 우수성과상

    (Outstanding Achievement in Housing Award)

• 2008년도 가디안 신문 공익부문의 혁신과 진보영역의 지속가능상(Sustainability Award)

초기 계약단계에서 자금조달 및 도시계획전문가 및 선출직 및 비선출직 공무원의 지원에서 아버딘 시의회

와 AH&P의 긴밀한 협력이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이끌었다. 추가로, AH&P는 모든 프로젝트의 수행에서 

설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으며,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인구 밀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에 대하여 차별화된 상세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러한 계획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계획

은 배관 치수를 결정하고 지중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도로 굴착을 단 한 차례로 끝내는 것이다.

초기에는 280세대 아파트를 포함하는 4개 고층블록에 대하여 200kW의 전력과 동절기 약 300kW의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형 가스엔진과 보조 보일러로 구성되었다. 그 다음 단계로 25m 수영장을 갖추고 있

는 학교와 200세대의 고층아파트 그리고 스포츠 시설이 포함되었다. 

자료 /	(사)ESCO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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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모든 자금조달은 아버딘 시의회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시의회의 주택자금 프로그램, 커뮤니티 

에너지 프로그램, 커뮤니티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 아버딘 시의회 및 스코틀랜드 지방정부의 추천으로 은

행으로부터의 대출 등을 통하여 조달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10년간 실시 중이며,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

아서 진행중이나 조만간 바이오매스 시설도 포함할 예정이다.

 

2. 영국의 공공 부문 : 영국 워킹 지역에너지 프로젝트

런던 인근에 위치한 워킹시는 1990년대에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자체 

전기 공급망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열공급망을 통하여 주변지역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였

다. 워킹지역의 호텔, 컨퍼런스 센터, 시 건물 및 기타 시설에 열과 전기 그리고 용수를 공급한다. 생산된 

전기는 공공네트워크를 통하여 주변지역 이외의 지자체나 주거건물에 공급되고 있다. 워킹 타운센터의 열

병합발전시설이 다른 건물로 에너지를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확장중이며 타운센터와 기차역사이에 대

형 태양광 캐노피를 설치하여 전력을 보충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테임즈웨이 유한회사를 설립하였으며, 테임즈웨이는 덴마크 ESCO회사인 ESCO 

International과 공공/민간 합작벤처회사인 테임즈웨이 에너지 유한회사를 설립하였다. 현재 테임즈웨이 

에너지는 덴마크의 세금 규정으로 인하여 테임즈웨이가 소유하고 있으나 ESCO International은 아직 

Drivers Assessment

Model

Creation of a new commercial company separate from the local authority. Had some local 
authority director control alongside senior management from individuals with expertise in 
the delivery of energy schemes and representatives of the community. The company is limited 
by guarantee and has been deliberately set up as a not-for-profit model with the aim that any 
surpluses will be reinvested in further development of the scheme.

Timing and opportunity
The opportunity brought forward plans which would have normally taken more than 10 years 
to implement.

Political and 
local pressures

Allowed for the creation of new social housing and reduced energy coats. Largely Lib Dem 
and SNP council, who have strong commitments to renewable energy and reducing energy 
poverty. Council has own sustainable development team which committed to reducing carbon 
emissions.

Government policy and 
legislation including launch 

of feed in tariffs	

Matches coalition commitment to reducing carbon emissions and increasing energy 
resilience, currently not a renewable source of energy and not eligible for feed in tariffs. Not 
eligible for new renewable heat incentive as does not use solar or blomass could be eligible 
for tariffs due to micro generation techniques.

Reducing energy poverty Supplies local community housing and energy at low prices.

Energy security and 
resilience

Currently uses gas but has plans for woodchips from internal UK suppliers.

Lack of internal funding
The scheme received grant from the Government’s Community Energy Program(CEP) 
managed by Energy Saving Trust(EST) .

Maximising income 
generation & inward

investment & capital growth

The project does not appear to have generated high levels of revenue or inward investment 
due to its structure which did not have this as an objective.

Risk
High risk project for the local authority since CHP schemes have high capital costs, but 
significantly lower running cost and carbon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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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ESCO가 생산한 전력이 자급자족에 충분하여 나머지 전력을 공공네트워크를 

통하여 판매하며, 시의회는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시켰다.

3. 일본의 공공부문 : 야마구치현 청사 설비 ESCO사업

이 프로젝트의 ESCO사업자로 산키공업(주), (주)산무, (주)에네르기아솔루션앤드서비스 등이 참여하였으

며, 해당 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총연면적 75,801㎡	(지상15층,	지하1층)

계약전력 4,200kW(20kV)

열원설비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용량 517RT	×	3대

가열용량 1,665kW	×	3대

공조방식 단일	덕트	및	팬코일	유니트

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에너지절약 방안은 11가지로서 고효율 보일러의 도입, 태양광발전 설비를 옥상에 

도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Drivers Assessment

Model

Formed a separate company called Thameswey Limited(TW). TW then formed a company 
called Thameswey Energy Ltd(TEL) as a public/private joint venture ESCO with a Danish 
energy services company, ESCO international A/S. Recently TEL has become wholly owned 
by TW, due to Danish tax regulations but ESCO international A/S are still contracted to work 
on the project.

Timing and opportunity Set up in the 1990s, less than 5 years in duration.

Political and 
local pressures

In 1990 Working Borough Council decided to create an energy efficiency policy whose aims 
included both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damage and fuel poverty. Carbon emissions 
within the Council’s own buildings have been reduced by 77.4% and by 17% within the borough 
since the policy’s introduction.

Government policy and 
legislation including launch 

of feed in tariffs	

Much of the energy is generated thorough natural gas, but could be eligible for tariffs due to 
micro generation techniques. Not eligible for new renewable heat incentive as does not use 
solar or blomass. The addition of solar panels to the system increases the likelihood of feed 
in tariffs.

Reducing energy poverty Provides heat as well as electricity which reduces overall bills. No reduction in electricity.

Energy security and 
resilience

Separate, private electricity network increases resilience. Many sources of energy from gas, 
solar and heat pipes increases resilience.

Lack of internal funding Paid for in the main by Energy Savings Trust(EST) grants and private involvement.

Maximising income 
generation & inward

investment & capital growth

Extensive inward investment requires to create the private electricity and heat transfer 
systems. Maintenance required and provided by private firm employing local people.

Risk High initial capital cost, but much of the risk is shared with private contr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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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내용

소형	고효율	보일러	도입 노통연관식	보일러	2기를	관류보일러	3기로	교체

펌프	인버터	도입 냉온수	2차펌프에	인버터를	설치하여	유량제어

공조기의	에너지	절약개선
공조기	V벨트를	개체하고	동시에	실내환경을	유지하면서	

공조기의	간헐운전을	실시

Hf	조명기구	설치,	고효율	유도등	설치
Hf	인버터	안정기	및	Hf	램프	설치,	조도	센터에	의한	

연속조광	(약	6,000대)

고휘도	유도등	설치 냉음극	형광등을	고휘도	유도등으로	개체(약400대)

인버터	안정기	도입 지하주차장	조명을	인버터	안정기로	개체(약200대)

세면기	자동	수도꼭지 세면기	수도꼭지를	자기	발전식	자동	수도꼭지로	개체

프리	쿨링의	도입 IF	전기실	패키지에	냉각수를	이용	프리쿨링	설치

외부공기	냉방의	도입 15F	전기실에	외부공기	냉방시스템을	설치

태양광	발전의	도입 저층동	옥상에	태양광	발전	설비(20kW)를	설치

에너지괸리시스템의	도입 BEMS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에너지절약	운영을	도모

사업 자금은 ESCO사업자의 자체자금과 환경부-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대책사업비 등 보조금을 활용하여 

조달하였으며, 계약은 성과배분계약 방식으로 9년간 체결하였으며, 이중 8년간은 성과 검증을 수행한다. 

에너지사용자 수익은 에너지 효율의 향상에서 얻어지며, 절감효과의 실측 결과를 통하여 검증되고 있다. 

에너지 사용자는 설비 개체공사에 의한 에너지절약 효과를 얻었으며, 이러한 성과를 통하여 민간 부문에

서도 적극적인 ESCO사업 시행을 기대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성과는 약 11.7%로 절감량은 연간 9,386GJ

에 달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 절감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kWh) 가스(N㎥) 1차에너지 소비량(GJ/년)

개체	전 6,663,824 317,714 80,136

개체	후 5,854,224 286,704 70,750

4. 일본의 건물 부문 : 치요다 화공건설(주) 공조-조명 ESCO사업

이 프로젝트는 치요다 화공건설의 본사2호관에 대한 건물의 공조-조명에 대한 ESCO사업으로서 ESCO

사업자로 미쓰비시 UFJ리스(주)가 참여하였으며, 해당 시설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항목 내용

총연면적 719,530㎡	(지상6층)

계약전력 3,100kW(66kV)

열원설비 가스히트펌프,	흡수식	냉온수기

냉동용량 517,667RT

가열용량 76MJ/h

공조방식 팬코일,	패키지형	공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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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프로젝트에 적용된 에너지절약 방안은 GHP 도입에서부터 BEMS의 도입과 같이 공조-조명 분야에서 

7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항목 내용

GHP	도입 수냉식	패키지	에어컨을	GHP로	개체

코제너레이션(가스엔진)	도입 200kW	가스엔진	및	60RT	흡수식	냉온수기	개체

MGT	급기냉각기	설치 흡기구에	급기	냉각기	설치,	공조부하	증설

고효율	조명기구	도입 동철식	안정기	내장	형광등을	고효율	반사갓	Hf	형광등으로	교체

고휘도	유도등	도입 LED램프가	내장된	고휘도	유도등	교체

공조실	외기에	물분무장치	도입 공조실외기에	물분무장치	설치

급탕의	효율화에	따른	에너지절약 히트펌프식	전기급탕기	및	가스	발전기를	도입

BEMS	도입 에너지	절약	설비를	감시,	계측	및	제어

ESCO사업자금은 ESCO사업자의 자체자금과 환경부-이산화탄소 배출저감 대책사업비 보조금으로 충

당되었다. 계약방식은 성과배분방식으로서 15년간 계약을 체결하였다. 에너지 사용자 수익은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 비용의 절감을 통하여 얻어진다. BEMS를 설치하여 가스히트펌프(GHP) 공조설비와 가스엔

진 코제너레이션을 이용한 공조설비와 기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로 가스터빈 코제너레이션 시스템(MGT)

을 제어하고, 건물조명을 제어하여 종합 효율을 향상시켰다. 노후 수냉식 전기식 공조설비를 GHP와 가스

엔진 코제너레이션 시스템에 의한 가스공조식으로 개보수하여 냉각수의 소비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건물 

전력부하 평준화형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전환을 지향하고 있다.

조명은 고성능 반사갓과 센서 및 자동조광형 인버터 안정기를 병용하여 도입 전 대비 에너지 소비량 약 

55%가 감소하였으며, 또한 건물의 대형에너지 사용설비를 교체하는 동시에 소형 히트펌프식 급탕기, 가

스발전 급탕기 및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조실 외기용 물 분무 시스템과 같이 소규모이지만 지역 보급 및 

홍보 효과가 높은 설비를 도입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사원가족이 연대하여 보급활동에 참여하도

록 하였다.

에너지 사용자 평가는 본 ESCO사업이 성과배분방식으로 시행되어 에너지 절약효과의 보증 및 검증이 가

능하였으며, 설비투자비 감소 및 부실채권 처리 등 많은 장점이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설비도입시 문

제점 및 해결책으로는 가스엔진 발전기를 옥상에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기 본체 강동 및 진도대책이 문제

가 되었으나, 연구조사와 검토를 수행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본 프로젝트의 에너지 절감 효과는 1차에

너지를 14.7%를 절감하였으며, 에너지 절감량은 연간 6,737GJ에 달하며, 전기와 가스 에너지원별 절감

량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전기(kWh) 가스(N㎥) 1차에너지 소비량(GJ/년)

개체	전 3,660,299 221,915 45,933

개체	후 2,313,724 361,169 3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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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독일의 공공 부문 : 베를린 에너지 절약 파트너십(ESP-Berlin)

베를린에서는 공공건물에 대한 에너지성과계약 모델이 베를린 에너지 에이전시와 베를린 상원 사이에 

1990년대에 개발되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 베를린 에너지 절약 파트너십은 초기 비용을 융자하여 

공공과 민간 건물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개보수를 수행하였다.  

ESCO는 입찰로 선정하며 에너지와 비용 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절감 투자에 대한 자금을 

조달하고 시공을 담당한다. 입찰과정에서 ESCO는 에너지 절감 목표와 그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절감

량을 제시한다. 대부분의 경우, 에너지 절감 개보수가 필요한 여러 개의 건물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추진된다. 이러한 방식은 에너지 절감 잠재량을 높이고, 사업간의 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동시

에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감 파트너십의 전체 사업성을 향상시켰다. 2009

년까지 1,400개가 넘는 건물을 25개 그룹으로 묶어 ESCO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평균 투자회수기간은 

11.78년이었다. 2006년까지 수행한 1,300개 건물에 대한 13개 그룹에서는 26%의 에너지를 절약하였고 

연간 63,844톤의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저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린 에너지절약 파트너십의 성과계

약에 관한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다.

성과	보증

베를린 주 에너지 절약 파트너

건축

유지관리

지불

지불

에너지	절약	조치

기술적	유지관리

계약

(기술	및	에너지공급	관련	내용	포함)

건물 풀(pool)

에너지공급자

가스				지역난방				전력				석유

ESP사업이 수행된 그룹 중에서 14번째 그룹의 구성과 에너지 절감량을 포함한 프로젝트의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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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독일의 건물 부문 : Vivantes Humboldt 병원

베를린에 소재한 병원에 대한 ESCO사업이 수행되었으며, 병원에서 수행되는 통상적인 규정에 따라 수

행되었다. 이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비용이 비교적 적으나 절감효과는 매우 큰 케이스로 사용자가 장기간 

계약을 요구하여 12년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사업으로 연간 38만 유로의 에너지비용이 절감보증

되었으며, 이 중에서 사용자가 17만 유로의 절감성과를 갖도록 계약되었으며, 연간 24.4%의 에너지를 절

약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프랑스의 공공 부문 : 릴市 가로등 통합관리 사업

프랑스의 ESCO그룹 E(성과보증 공공사업을 수행)에 속하는 ETDE와 SOSIDEC의 컨소시엄이 릴(Lille)

시가 베이스라인 에너지소비량의 42%의 절약을 보증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고 미달하는 경우에는 ESCO가 페널티를 부담하기고 계약하였다. 선택된 제안서에는 비용을 종전에 비

하여 개선하는 방안이 다음과 같이 포함되어 있다.

 에너지 비용 : 19% (종전 37.6%)    /    유지보수 비용 : 21.6% (종전 32.5%)    /   재투자 : 59.4% (종전 29.9%)

사업이 22,000개의 가로등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연간 사업비는 4.4백만 유로 (사업기간 8년간 35.2백

만 유로)로 책정되었다. 1차년도의 에너지 절감량을 분석한 결과 가로등 개소당 10유로의 서비스 비용을 

절감하였으며 5,000kVA에서 3,500kVA로 서비스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고 30%를 절감하였다. 자금

은 에너지 사용자가 조달하고 절감금액은 재투자하도록 계약되어 있으므로 절감액 1.3백만 유로가 운영

비 항목에서 투자비 항목으로 변경하였다. 

8. 프랑스의 산업 부문 : 압축공기 공급 사업

프랑스의 ESCO중에서 그룹A(냉난방 운영자)가 증기 시스템을 운영하여 왔으며, 압축공기 플랜트를 진단

하여 새로운 장비로 10년간 압축기공기를 외주로 전환을 제안하였다. 계약에는 P1계약으로 전력과 주요 

에너지를 공급하고, P2계약으로 설치와 운영을 담당하고, P3계약으로 수명주기 동안 교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담당하고, P4계약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장비에는 압축기 3대, 드라이어 1

대, 분리기 3대, 제어기 1대, 2개의 에너지 계량기 및 고온 공기 배출배관으로 구성되며, 기존 장비는 압

축기 2대는 남겨두고 3대는 철거하고, 드라이어 1대를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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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or/Oil separtors Elyo

dry air Network

Nominal : 3480 m3/h
Maximal : 5260m3/h

condensats

Kaeser 1
927m3/h

Elyo

Kaeser 2
927m3/h

Elyo

Kaeser 3
927m3/h

Elyo

Kaeser 4
1240m3/h

Elyo

Kaeser 5
1240m3/h

Elyo

oil

Tank 7bar

air + condensats + oil

Dryers Elyo

사업자는 7±0.5bar의 압력으로 공칭 유량 3,480㎥/hr를 공급하고 압축공기를 연속적으로 공급하며 항

상 최적의 성능을 유지하고, 설치로 인한 폐기물을 모두 처리하는 것을 담당한다. 운영상의 손실이 발생

하는 경우에 1일 15만 유로까지 배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연간 운영비용은 18M㎥의 압축공기에 

대하여 183,330유로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압축기를 적용하여 기존 성능에 비하여 27%를 개선하였으며, 압축공기 단위생산량에 대한 전력 

소비량을 129.5Wh/㎥에서 116.7Wh/㎥로 약10% 절감하였다. 

연간 18M㎥의 압축공기를 공급하면서 새로운 압축기를 적용하여 230,400kWh를 절감하였으며 27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였다. 

9. 프랑스의 건물 부문 : 호텔 난방 및 급탕 개선사업

에너지 사용자는 125개 객실을 가지고 있으며 건물 내에서 13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난방과 급탕은 

3대의 500kW용량의 도시가스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냉동기는 441kW의 냉방능력을 가지고 있다. 

2001년도에 에너지비용은 세금을 제외하고 17.9만 유로였다. ESCO프로젝트의 목적은 고객의 불만을 

줄이고 온수 공급을 개선, 냉난방과 급탕의 운영과 모니터링을 개선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ESCO그룹 

B(BEMS제공자)인 지멘스가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첫 번째 계약이 종료후에 지멘스는 진단을 통하여 

초기 투자와 절감효과를 검토하였다. 계약을 체결한 후에 7,622유로의 비용을 들여 상세 진단을 수행하

여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Old compressors New compressors

Specific consumption (Wh/m3)                   129.5 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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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진단결과 기존 보일러를 컨덴싱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열교환기를 

통하여 급탕을 공급할 수 있으며, 냉수루프에는 냉수 탱크가 설치되어 피크 부하에 대응하고 있었다. 냉

수와 온수 생산에 7.98만 유로를 소비하고 지멘스는 BEMS를 설치하였으며 BEMS에 8만 유로를 소비하

고 전기설치에 1.52만 유로를 소비하여 전체적으로 세금을 제외하고 17만5천유로를 소비하였다.

성과보증계약에서 지멘스는 연간 에너지비용의 21%를 절감하거나 세금을 제외하고 38,386유로를 절감

하도록 성과를 보증하였다.

이 계약은 절감량이 예상보다 많으면 고객의 설치에 재투자되고, 절감량이 예상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멘스가 차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계약되었다. 이러한 계약은 win-win계약으로 6년으로 기간이 설정되

었으며 지멘스의 서비스와 투자에 대한 상환이 포함되어 있다. 사업수행 후 급탕생산은 최적화되었으며, 

에너지 소비는 감소하였다. 이러한 최적화는 재실 및 외부 기후를 반영하여 수행되었으며, 실시간으로 노

트북 컴퓨터 상에서 주간이나 야간을 포함하여 대기 중인 담당자가 운영 및 에너지정보를 확인할 수 있

는 것이 이를 가능하게 하였다.  다음 그림은 예상 에너지 소비량과 실제 연건 소비량의 변화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절감량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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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에너지 절감량은 상세 에너지지단에서 제시된 예상값과 일치하였으며, 이론적인 투자회수기간

은 4.5년이었다. 6년 계약으로 상세 진단비용을 포함하여 금융비용과 M&V비용을 포함하는 계약이다. 

10. 미국의 건물 부문 : 셔먼 인디언 고등학교

1997년 셔먼 인디언 고등학교의 ESCO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2000년도에 ESCO사업이 

시작되었다. 셔먼 인디언 고등학교는 1900년대 초기에 건설되었으며 88에이커 대지위에 설치된 기숙학교

로서 500,000평방피트(약 50,000㎡)의 시설에서 350명에서 650명의 학생을 수용한다. ESCO사업이전

의 에너지사용량은 3,756,000kWh와 천연가스 140,743Therm 그리고 36,814ft3의 물을 사용하며 매년 

45만 달러의 유틸리티 비용을 지불하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SEMPRA 에너지 솔루션이 ESCO로서 프로젝트의 일부로 태양광을 포함시켰다. 

22년의 사업기간동안에 SEMPRA는 다음을 보장하였으며, 연간 에너지비용 절감량에 대하여 21.7만 달

러를 보장하고 있다.

• 조명 및 외부 조명의 개보수 

• 6.9kW의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

• HVAC의 교체 및 수정  

• 체육시설등에 대한 시간 제어

• 수영장 펌프 제어

계약기간동안의 총 절감량은 2006년도를 기준으로 532만 달러를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에

너지 절감 방안은 새로운 냉난방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고, 모든 에너지절감방안에 대한 유지보수를 포

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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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미국의 산업 부문 : Pantex Plant

Texas주 아마릴로시에 소재한 Pantex Plant에서 ESCO사업 시행으로 향후 18년간 약 1,040만 달러

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한다. 이 시설은 미국의 에너지성의 Super ESPC(Energy Savings Performance 

Contract)에 따라 실행되었다. 공장의 직원과 DOE FEMP의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서 에너지 및 용수를 

절약하고, 태양에너지 기술을 적용하고 생산을 관리할 수 있는 공장의 능력을 개선하였다. 서부 Texas의 

낮은 도시가스 및 전력가격에도 불구하고 공장은 에너지비용에서 매년 48만 달러를 절감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적용으로 약 15%의 에너지비용을 더 절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에너지관리제어시스템(EMCS, Energy Management Control System)이

다. EMCS자체의 투자회수기간은 짧지 않지만 이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에너지사용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생산량과 기상 데이터에 근거한 측정과 검증을 심도 깊게 수행할 수 있게 한다. 

NORESCO가 조명과 냉동기 시스템 및 스팀 시스템, 그리고 지붕에 설치한 공조기를 보완하였으며, 태

양열 온수시스템등을 설치하였다. Super ESPC프로젝트를 통하여 소비자는 플랜트의 오래되고 비효율

적인 부분을 혁신적이면서 검증된 기술을 적용하여 개선할 수 있었다. 수많은 방안 중 9개의 에너지절감 

방안이 채택되었으며, 이중에서 2개는 전체비용의 73%를 차지하고 절감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부

분인 EMCS와 냉수배관 개선이다. EMCS를 활용하여 26개 건물의 54개 AHU를 제어하고 이코노마이

저 사이클을 최적화하여 송풍기를 제어하고 필요한 만큼의 변풍량 제어를 수행하였다. 초기 36개월 동

안 장비와 센서에 대한 유지를 NORESCO가 담당하며 이후에는 훈련을 통하여 공장직원을 교육한다. 실

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및 보고를 확인하기 위하여 EMCS의 통신기능을 활용하여 장비의 성능과 절감량

을 모니터링 하였다. 

Pantex Plant는 비효율적인 설비를 개선하여 에너지 및 O&M(운영 및 유지)비용을 절감하였다. 새로운 

EMCS의 도입으로 산업공정에 대한 자동 제어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새로운 고효율 장비를 통하여 생산

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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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미국의 공공 부문 : 유타주 힐 공군기지

힐 공군기지는 940개 건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시스템을 4단계로 업그레이드하여 지난 5년 반 동안 

사업을 수행하였다. ESCO는 Ameresco로서 1,770만 달러의 초기투자비가 소요되었으며, 연간 에너지 

절감량은 200만 달러에 달한다. 여기에는 210kW의 지상설치 태양광과 태양열 시스템 그리고 2,250kW

의 매립지 가스 발전소가 설치되었다. 에너지효율향상에는 공조기, 조명, 압축공기, 스팀 배분 그리고 에

너지경영시스템이 포함된다. Utah Power and Light라는 전력회사는 ESCO의 투자비 운영비 및 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800만 달러의 리베이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타주 솔트레이크시 북쪽 사막에 위치한 힐 공군기지는 여름엔 극서, 겨울엔 극한의 기후를 가지고 있

다. 조명개선과 더불어 공조시스템 개선은 에너지절약 성능계약의 계약기간 동안에 얻는 에너지 절감량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지에서 사용되는 스팀에서도 높은 에너지 절감이 예상되며 용수절감 방안에

서도 많은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에너지시스템 업그레이드 1단계로는 공조시스템과 조명시스템에 집중되

었으며 30%의 부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새로운 공조시스템의 효율향상으로 인한 절감효과는 조명보다 

약간 낮으나, 그동안 공조시스템의 유지가 적절하지 않아 기존 시스템의 성능이 크게 낮은 이유로 신규 시

설 설치시 에너지 절감 기대가 높다.

힐 공군기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의 2/3가 스팀 생산에 사용되고 있으며,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스팀 트

랩으로 인하여 26%의 에너지가 낭비되고 있다. 힐 공군기지의 ESPC계약은 (1)에너지 조사 및 설비의 진

단 (2)에너지 절감 잠재량을 제시하는 시공업체 보고서 (3)프로젝트의 시공 (4)HVAC 장비의 유지(필요한 

곳에 적용)의 단계를 거쳐서 수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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