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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MS를 활용한 국내외 제조업 에너지
효율화 현황과 시사점

요

약

4차산업 혁명이라는 새로운 이슈의 등장과 함께 신기후 체제에 접어든 세계 각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여러 기술과 정책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주요국
들은 제조업관련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관리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FEMS, 스마트공장 등의
보급을 위하여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향에서 효율화 향상을 위한 수요관리 측면의 노
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현장의 간극이 있
어 그 성과가 다소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노력들이 정책적으로 실효성있는 성과
를 얻을 수 있도록 주요 지원체계, 혜택, 기술보급 등이 필요하다. 또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청
책들이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 혜택이 경제 전반에 확
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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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5년 파리에서 진행된 기후협약 이후 전 세

등이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계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동시에 에너지사용량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7%에 이르

절감을 통한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해 주목하고 있

는 수입 국가이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1)로

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에너지고갈 등

산업분야의 에너지소비가 국내 총 에너지소비량

인류가 직면한 문제에 있어 사회적 차원의 문제

의 62.5% 가량을 차지하며 생산전력의 54% 이

해결을 위한 제안이 바로 에너지소비 절감 및 효

상이 소비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림

율 향상을 통한 화석연료 사용 감소 및 이산화탄

1>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소 배출량 감축이다. 이러한 에너지소비 절감 및

의 에너지효율성 정도를 나타내는 에너지원단위

효율화 노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이

는 0.16TOE/달러로 독일(0.09), 일본(0.10), 미국

루어졌는데,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보편화된 기술

(0.14)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나 장치들의 개발이 다소 미진한 상황이다. 하

특히, 에너지효율 향상 측면의 에너지절약은

지만 4차산업 혁명이라고 일컬어지는 ICT, 클라

미국의 ‘타임(Time)’지에서 제5의 에너지2)로 일

우드 등을 활용한 기술융합은 경제적으로 비교우
위에 있는 에너지소비 절감 및 효율화를 위한 기
술이나 장치들을 보다 쉽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EMS, 수요관리, ESS

1)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은 2014년 기준 30.3%로 제
조업 비중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독일(22.3%)보다도 높고 인도
(17.0%), 미국(12.0%)보다는 두 배 가량 높다.
2) 불, 석유, 원자력, 신재생에너지에 이은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제 5의
에너지라 언급한 바 있다.

<그림 1> 세계 각국의 에너지원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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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경쟁력통계-에너지원단위」, 2016.
주 : 1) 에너지원단위란

국민경제의 에너지 효율성 정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총 에너지 투입량을 GDP
로 나눈 수치(Total primary energy supply per unit of GDP).
2) 에너지효율성에 반비례하는 지표로 사용하며 에너지원단위가 높을수록 효율성이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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컫는 만큼 그 효용가치가 높은 분야일 뿐만 아니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세계 주요국들의 에너

라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비용이 가장 적게 소

지 효율화 및 에너지관리 정책들을 살펴보고, 공

요되는 분야3)로도 주목받고 있다. 이처럼 에너지

장에너지관리시스템(Factory Energy Management

소비 절감 및 효율 향상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System : FEMS)의 정의 및 기능에 대하여 알아본

그 중요성이 높은 분야이자 관리 및 관심이 요구

뒤에, 실질적인 국내외 적용사례를 통하여 에너지

되는 분야이다.

절감률 등을 파악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제
조업의 에너지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과 정

3) IEA, 「Energy Effeciency Market Report 2016」, p.58, 2016.

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2. 국내외 에너지 효율화 및 관리정책 방향
세계 각국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산화

Energy)을 2000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탄소배출 감축, 4차산업 혁명의 도래 등 전반적인

또한, ‘Remaking America’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제조업발전국가협의체 ‘AMP(Advanced Manu-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세계 주요국은

facturing Partnership)’를 발족하여 스마트공장5)

에너지효율화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개

등 ICT 기술력을 활용한 생산성 향상 노력을 지

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속하고 있다.

우선, 미국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자면, 에너

독일의 경우 에너지정책적 측면에 있어서 그

지자립과 노후 전력망 등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입장이 매우 확고한 편이다. 재생에너지를 활용

및 경기부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2010

한 에너지공급 안전성이 최우선이며 온실가스 감

년부터 에너지부의 주도로 에너지관리시스템에

축 등에 대한 명확한 목표치를 설정하고 그 이행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

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한 실행방

지효율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 최

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효율 개

초로 에너지경영 및 기술통합 관리를 통하여 비용

선이라는 큰 목표를 두고 세부적인 정책을 실행하

절감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 에너지경영시

고 있는 것이다.

4)

스템(ANSI /MSE 2000 : Management System for

특히, 에너지관리시스템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
한 에너지기후기금(Energie-und Klimafonds)을

4) 미국표준협회(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 ANSI)는 미국
의 산업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이며, 여기에서 제정된 표준을 ANSI라고
부름.

5) 각국마다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공장이 혼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스마트공장으로 통일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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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에 설치하여 보급제도를 2013년부터 도입

템(EMS)이 주목받고 있다.

한 바 있다. 또한, 제조업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

중국은 정부 차원의 정책이 우리나라와 마찬가

한 전략인 Industrie 4.0을 구상하여 ICT를 생산공

지로 에너지공급 중심에서 수요관리 정책으로 변

정에 접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물인

화하고 있어 FEMS 등 에너지수요 관리 분야에 대

터넷, 스마트공장 등을 활용하여 제조업 전 공정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른 국가에

을 최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며 이를 통

비해 제조업 부흥정책과 제조 설비공장의 스마트

해 약 30% 가량의 산업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고

화 및 에너지관리 등에 대한 마련이 다소 늦은 편

있는 상황이다.

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4차산업 혁명과 제

일본은 에너지효율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으로

조업 경쟁력 부문에서 선진국이었던 독일의 정책

‘혁신적 에너지·환경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에 대해 주목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간 협의7)

체 에너지사용량의 19% 절약 목표를 제시하고 있

등의 방법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여 적극적인 정책

6)

다. 특히, 산업부문에서는 Top-Runner제도 를 도

들을 실행해 나가고 있다.

입하여 에너지 다소비업체에 대해 에너지효율 향

중국은 2015년부터 ‘중국제조 2025’ 및 ‘인터넷

상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세

플러스’ 등을 발표한 바 있고 지속적으로 제조업

계 최초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에 대한 보조금

경쟁력 강화의 성격을 가지는 세부계획 및 규획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스마

등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독일 Industrie 4.0의

트공장 분야에 대한 지원 역시 독일과 함께 정책

주요 목표에서 착안하여 4대 스마트 목표를 설정

적인 선도국가이다. 일본은 각 공장에 대하여 자

하였는데, 이는 스마트제조, 스마트공장, 스마트

원에너지청에서 ‘에너지사용 합리화 지원보조금’

물류, 스마트서비스를 포함한다. 스마트공장 분

을 지원하고 있다.

야의 본격적인 도입을 위하여 각 산업별 대표 기

한편, 2016년부터는 ‘스마트공장’ 시범사업을
진행하여 총 14개 프로젝트에 5억엔을 지원하고

업을 선정하여 자금투입, 세수감면, 기술개발 등
을 지원할 계획이다.

있으며 에너지관리 시스템 보급을 위하여 2009년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터 정부주도의 지원금 제도를 시행, 관련분야

국가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까지만 해도 정책적

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2011년

으로 전통에너지원의 효율과 가격을 중요시해 왔

후쿠시마 사태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력수급의 안

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청정에너지

정성 확보는 일본의 에너지 분야에 있어서 가장

정책으로의 전환을 천명하며 환경친화적이고 지

중요한 현안으로서, 그 대안으로 에너지관리시스
6) 최고효율 제품이라는 제도로서 에너지소비기기 중에 가장 효율이 높은
제품을 효율 목표의 기준으로 삼으며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을 부여하여 충족하도록 규제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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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독일과 중국은 2014년 11월 리커창 총리의 독일 방문기간에 ‘독·중 협
력행동강요 : 공동혁신’을 발표하고 양국이 인더스트리 4.0분야에서 긴
밀히 협력하기로 함(포스코경영연구원, 「중국의 인더스트리 4.0과 스마
트 팩토리 추진전략」,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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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가능한 에너지 분야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는 상

할 계획이 발표되었는데, FEMS의 경우 한국에너

황이다. 하지만 에너지효율화 방안 및 정책은 이

지공단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ESCO8) 투자사업

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일본이나 중국과 같이 EMS

등 구체적인 시행 사례를 통해 확대를 위한 노력

를 도입하여 에너지소비를 효율화시키는 수요관

을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이외에도, 2016

리 정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년 11월 정부는 ‘공장·상업시설의 ESS 요금할인

따라서 정부의 에너지수요 관리 정책의 방향은

대폭 확대 방안’을 통해 ESS와 FEMS 등의 활용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제조업 분야에 많이 집중되

을 포함하는 클린에너지 및 스마트공장의 본격

고 있다. 특히 세계적인 제조업 육성정책의 흐름

구축으로 제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의견 수렴

에 발맞춰 2014년 정부가 발표한 제조업의 경쟁

을 한 바 있다. 이어서 2017년에는 더 확대된 계

력 강화를 위한 전략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에

획인 ‘스마트 제조비전 2025’를 발표하며 목표를

서도 스마트공장과 FEMS의 보급 확산이 포함되

상향조정하여 3만개의 스마트공장 확대 및 선도

어 있다. 뒤이어 발표된 좀더 구체적인 실행계획

모델 구축 등을 목표로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인 ‘제조업 혁신 3.0 전략 실행대책’에는 2020년까

에너지 효율화 향상을 위하여 정책 지원을 하고

지 1만개 공장의 스마트화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있는 실정이다.

이를 통하여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한 스마
트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하였다.
또한, IT 기술을 활용한 ‘공장에너지 관리시스
템(FEMS)’을 2017년까지 10개 산업단지에 도입

8) ESCO(Energy Service Company)는 기존 에너지 사용시설의 고효율 에
너지 사용시설로의 개체 또는 보완을 위한 현장조사, 사업제안, 기본·
상세설계, 설치·시공, 시운전, 유지관리, 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대한 설
치·시공·용역 제공을 말함.

3. 국내외 FEMS 사례
(1) FEMS 개념과 중요성

장 자동화뿐만 아니라, 제품개발과 공급사슬관리
(SCM), 기업자원관리(ERP) 및 FEMS 등이 ICT를

몇 년 전부터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공장 및

이용하여 구현된 공장을 통칭한다.

EMS 등은 IT의 접목을 통한 공장효율화에 대한

그 중 FEMS는 생산공정에 대한 에너지 정보수

접근 방법으로 4차산업 혁명의 주요 화두인 융

집을 통하여 공장 설비의 에너지소비 및 성능을

합을 통한 효율향상의 대표적인 기술이라고 볼

분석하고, 나아가 공장의 가동 및 운전방법 개선,

수 있다. 스마트공장은 <그림 2>와 같이 물류자

설비교체 등의 방법으로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

동화 및 설비자동화를 기반으로 하여 공정 및 공

는 시스템으로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에너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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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스마트공장 시스템과 FEMS
❶ SCM : 공급사슬관리/수요예측/납기약속
❷ ERP : 기업차원관리
수요예측/납기회신/오더추적 ❹ MES : 공장운영 및 통제

❸ PLM : 제품/공정개발

❼ FEMS : 에너지관리
생산계획

제품 및 공정
설계개발

고객

고객요구
시장예측
제품기획

CAE

CAM

CAD

CAPP

제조
운영

물류
운영

발주
납기관리
^공정/설비/품질 ^조달/보관/운송 품질추적

❺ POP :

Data수집

협력
업체

❻ 제어 :

Machine/Line

Shop : Machine, Line

자료 : 스마트공장 추진단, 2015; 한국생산성본부 발표자료, 「스마트공장 진단·인증 모델 개요 및 평가항목」, 2015.

리 활동을 의미한다. <표 1>과 같이 FEMS는 기본

Energy Management System : BEMS)이나 가정에

적으로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데이터의 수집과 분

너지관리시스템(Home Energy Management Sys-

석을 통하여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통합관리를 실

tem : HEMS)에 비해 전력, 가스, 기름, 열 등 다

행하는 시스템으로 공장에너지 효율화의 필요조

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한 분

건이라 판단된다.

야로서 도입 및 확산이 더욱 요구되는 분야라 할

특히 FEMS는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수 있다.

<표 1> FEMS의 주요 기능
에너지 사용량 DATA의 수집 분석 가시화
에너지관리단위 세분화
설비별 에너지 검침 자동화
에너지 사용량 분석

·원단위 분석을 통한 에너지 효율 분석
·자동원격 검침 시스템을 통한 관리적 효과
·기기별·공정별 세분화된 추적과 분석
·에너지 사용량의 통계분석 체계 구축
·공정별·설비별 에너지 관리, 에너지 소비량 예측

실시간 모니터링

·전력피크 사전대응

에너지 통합관리

·에너지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제어

장비운전 트렌드 분석
에너지 Map 확인

·효율적인 운전방법 제시
·장비 수명연장 및 비용절감
·에너지 흐름의 가시화로 소비분야 관리 시스템의 명확화
·생산흐름과 에너지 흐름의 통합관리

자료 : ITCE

발표자료, 「IoT 기술을 활용한 공장에너지 효율화」, 2016; 이용희, 「기후변화 대응과 그린
IT 2.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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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SCO 사업 주요 성과

ESCO 절감량(천toe)
투자사업 지원액(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82

84

95

201

233

175

166

157

1,193

1,115

1,319

1,307

2,979

2,766

3,097

2,540

1,631

16,754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2016 Korea Energy Handbook 대한민국 에너지 편람」, 2016.

(ESCO) 사업 모델 및 시범사업’11)의 일환으로 진

(2) FEMS의 국내외 적용사례

행된 이 프로젝트는 총 10억원이 투입되었다. 도
1) 국내사례

입 목적은 도장공장의 설비별 전력사용량 원격 검

우리나라는 아직 FEMS 적용에 있어서 초기 진

침, 자동제어를 통한 불필요한 설비가동 제어, 정

입단계이나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대기업을 중심

압의 압축공기 제공 및 차단 등의 에너지절감이

으로 에너지소비 절감 및 효율화를 강화하기 위한

다.12) 이 사업을 통해 1년간 10.3% 에너지 절감률

스마트공장 및 FEMS 구축사례가 확대되고 있다.

을 보였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박 도장공장과 공기압축기

금호타이어의 경우도 ESCO 시범사업을 통해

유틸리티에 에너지 자동제어 시스템을 구축하였

FEMS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FEMS 구축 이

고 이를 통하여 FEMS 구축 이전과 대비해 각각

후 최대전력 발생의 경우 대략적으로 2,550kW이

7%, 18%의 절감효과를 얻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

던 것을 300kW가량 줄일 수 있어 그에 따른 전기

다.9) LS산전은 FEMS 구축으로 연간 10억원의 에

료절감 비용이 3,000만원이며 전기료를 포함하는

너지비용을 절감한 바 있다. 이는 청주 2사업장에

총 에너지절감 비용은 1억 5,000만원인 것으로 알

설치된 자동화기반 스마트 공정 라인에 1MWh급

려지고 있다.13) 2015년까지 진행된 ESCO 사업 결

에너지저장장치(ESS), 2MW급 태양광발전설비,

과를 보면, 총 지원액 1억 6,754만원, 절감량 1,193

스마트미터 등의 FEMS를 구축한 것으로 총 투자

천toe의 성과를 얻은 바 있다.

비 67억원으로 추정하며 향후 7~8년 정도 이내에

포스하이메탈은 포스코ICT의 FEMS 노하우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수받아 전기로 등 주요 생산공정에 FEMS와 함

투자비 회수 이후에도 매년 25%(약 10억원 수준)

께 가변속 제어장치 등을 포함하는 고효율 설비

10)

의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삼호중공업은 2011년부터 에너지진단과

를 설치하였다. 주요 기능으로는 플랜트와 설비
에 대한 에너지사용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및 분

현황 분석을 통해 2012년 FEMS의 구축을 완료하
였다. 정부의 ‘IT기반 신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
9) 디지털타임스, 「알아봅시다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2015.1.5.
10) 전자신문, 「LS산전, FEMS 활용 연 에너지 비용 10억 절감, ‘에너지효
율도 생산만큼 중요’」, 2016.6.19.

11) ICT를 ESCO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에너지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한국에너지공단, 「2014 ICT 기반 ESCO 사업 가이드라인 제2권
FEMS 가이드 라인 」, 2014).
12) CioCisco,「CaseStudy현대삼호중공업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2013.2.8.
13) 산
 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에너지사용의 절반인 산업분야, FEMS로
다스린다」, 20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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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다. 이러한 설비의 설치를 통하여 연간 16억

이는 공장의 에너지상황을 1분 단위로 수집하여

원 가량의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대되며 CO2 저

수급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이용 최적화를 목표

감량 역시 9,663톤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 한다.16) 공장의 전력수요에 대한 정보뿐만 아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산소공장의 생산단위기기

니라 모듈별 에너지이용 상황을 수집하여 가시화

에 지능형 계량기 설치를 통해 에너지사용 현황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는 공장 전반에 걸

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고 각 기기들에 대한 원격

친 공급망의 최적화를 지원하는 생산관리 솔루션

감시 및 제어 기능을 갖춘 FEMS를 구축한 바 있

인 ‘IBM Global Integrated Vies(GIVies)’와 공장에

다. 이를 통하여 76억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

너지관리시스템을 결합한 형태이다.17) 이에 앞서

였고, CO2 배출량 저감 역시 2만 6,500톤에 이를

IBM은 2000년부터 공장의 에너지사용 및 에너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발생 업체에 약 6만여 개의 계량기를 설치한 바
있으며 이를 통하여 에너지양에 대한 모니터링,

2) 해외사례

분석, 피드백 제어체제를 구축한 바 있다. 이러한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제조 전반에 걸친 에

Smart Metering 구축 이후인 2001년부터 생산량

너지 효율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경우가 많

은 30%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소비를

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은 IBM, GE, 하

20% 절감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IBM은 2000년

니웰 등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FEMS 시장에 본격

대 초반부터 에너지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

적으로 진출한 바 있다. 또한 일본은 원전사태 이

고 설비단위당 계측기 설치를 통하여 에너지소비

후에 전력수급 불안정으로 공장 내 에너지 절감과

형태를 파악하고 절감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와 투

14)

설비 갱신 등의 수요가 상승하고 있다. 이에 정

자를 지속하면서 개인별 목표관리 등 적극적인 에

부를 중심으로 클라우드 EMS와 스마트 그리드 등

너지효율화 활동을 실행하고 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 중에서는 후지쓰,

독일 지멘스의 스마트공장인 ‘EWA(Electronic

히타치, 도시바 등 디바이스 기업들이 FEMS 시장

Works Amberg)’는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언급되

에 진출하고 있다. 중국 역시 우리나라와 유사하

고 있는데 매일 5,000만건의 정보를 수집하여 제

게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맞으며 공급중심에

조공정마다 자동으로 작업지시를 내리고 있다.

서 수요관리로의 정책 변화를 시도하며 FEMS 도

전 공정의 모든 제품에 대한 라이프사이클의 관

15)

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외의 대표적인 적용사례를 보자면 우선 IBM

찰이 가능한 상황이며 에너지소비 또한 기존의 공
장과 대비하여 30% 정도 낮아져 에너지효율을 높

은 2013년 ‘GIView FEMS’의 수립을 발표하였다.
14)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정보, 「일본 에너지 솔루션 시장동향」, 2016.10.
15) 전력경제신문, 「LS산전, 공장에서도 스마트에너지 시대 열어간다」,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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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에
 너지경제연구원, 「ICT 융복합 기술과 연계환 에너지수요관리 추진전
략 연구(1차연도)」, 2015.
17) 산
 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정책개발」,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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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

있다. 이를 통하여 2019년 에너지사용량은 원유

국내에도 많이 소개된 바 있는 후지쓰 IT 주식
회사의 사례를 보면 EMS 구축을 통하여 생산 현

환산 2017년 대비 6.5% 절감된 5,911kl로 예상되
고 있다.18)

장과의 일체에 의한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있
다. 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흐름의 가시화와 원
격제어 등의 자주 활동을 통한 절약을 유도하고

18) 후
 지쓰 IT의 에너지사용량을 원유로 환산하여 그 변화를 파악한 것임
(포스코 전문가회의 발표자료, 「4차산업 혁명과 제조업의 에너지효율
화」, 2017).

4. 국내 에너지절감 관련 현황과 FEMS 시장 전망
한국에너지공단은 2007년부터 기업들의 에너

의 경우 597개 산업체와 192개 건물, 총 789개 사

지절감 잠재량을 파악하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에

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예

너지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 진단은 에너

상투자비 8,680억원, 절감예상액은 3,496억원으

지 관리 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주요 요

로 투자회수 기간은 2.5년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소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업을

업종별 진단결과를 보면 요업의 평균 에너지절감

통해 2016년까지 총 1,455개의 중소기업에 288억

잠재량은 2,580toe/연, 화공은 1,632toe/연, 제지

원의 진단비용을 지원하여 에너지절감 잠재량 36

목재 982toe/연 순으로 나타났으며 절감률 역시

만toe/연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6년

요업 6.4%, 화공 5.0%, 제지목재 4.6%로 나타났

<표 3> 에너지 진단 업종별 결과
진단대상
사업장당
투자비
사업장
절감 잠재량
절감률 절감 예상금액 투자비
에너지 사용량
평균 절감 잠재량
회수기간
(개소)
(toe/연)
(%)
(백만원/연) (백만원)
(toe/연)
(toe/연/사업장수)
(연)
금속

197

5,529,329

179,334

910

3.2

100,796

196,380

1.9

섬유

33

260,805

10,980

333

4.2

4,358

8,692

2.0

식품

77

666,621

25,361

329

3.8

17,403

44,576

2.6

요업

47

1,894,384

121,257

2,580

6.4

51,542

187,300

3.6

제지목재

30

635,759

29,465

982

4.6

15,333

32,696

2.1

화공

126

4,095,235

205,600

1,632

5.0

111,418

209,009

1.9

기타

87

847,632

33,913

390

4.0

19,730

66,499

3.4

건물

192

934,782

42,447

221

4.5

29,100

122,860

4.2

계

789

14,864,545

648,367

822

4.4

349,680

868,013

2.5

자료 : 한국에너지공단, 「2016년도 에너지 진단결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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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에너지 절감 및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관심 정도
60.0
50.0

53.2
48.2

43.5

47.7

40.0
30.0
20.0
10.0
0.0

매우 관심이 많음

관심이 있는 편임
다소비 기업(n=3,534)

2.7 3.6

0.5 0.5

관심이 없는 편임

전혀 관심이 없음

일반 기업(n=18,325)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5 EMS 도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 2015.

다. 각 업종의 공정과 설비 등에 대한 절감 부분이

비 업종의 경우 96.7%, 일반 업종은 95.9%가 에너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업종별 비

지절감과 효율적인 사용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

교는 무의미하나 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률

으로 파악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중소·중견기

과 예상금액 등을 비교해 보면 투자비 회수까지

업의 경우 에너지 절감보다는 생산성 향상 그 자

2∼3.6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를 중요시 할 수밖에 없는 기업 여건의 한계를

결국 에너지절감을 위한 여러 기술적인 방안들은

가지고 있고 EMS와 같은 에너지효율 향상 시스템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러한 방안들을 요

의 도입비용, 시스템에 대한 인지도 부족, 설치 이

소별로 적절한 결합을 통해 에너지효율성 향상을

후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이유로 도

실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입 자체를 꺼리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되었다.19)

해외 기업들은 우리나라보다 앞선 2000년대

FEMS 기술은 에너지절감과 효율화의 대표 기

초반부터 에너지효율화에 주목하며 에너지 관리

술로 산업계에서 주목받는 만큼 시장의 성장세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그 실질적인 효

가 예상되고 있다. <그림 4>에 나타나는 것과 같

과를 거두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이 국내 FEMS 시장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 역시 에너지

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4차산업 혁명이라는

다소비 업종을 중심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ICT를 활용한 여러 에너

등 사회적인 이슈들의 부상과 함께 에너지절감

지절감 기술들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과 효율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
황이다.
2015년 EMS 도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정보통
신산업진흥원, 2015)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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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 015 EMS 도입현황 실태조사 보고서(NIPA, 2015)에 따르면 EMS 미
도입 기업의 46.2%는 도입 비용에 대한 부담, 27.8%는 에너지 절감
효과에 대한 불확신, 16.7%는 EMS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을 미도입
이유로 응답하였다.

산 업 경 제 분 석

<그림 4> 국내 FEMS(공장 에너지관리시스템) 시장 성장 전망
15,000

(억원)

11,152
9,503

10,000

5,000
2,096
0

2013

3,144

2014

4,192

2015

5,239

2016

6,351

2017

7,853

2018

2019

2020

자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월간 SW 산업 동향」, 2014.1.
주 : 국내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시장 성장 전망에서 FEMS 부분만을 따로 정리한 것임.

진행되는 상황이다. 동시에 이산화탄소 감축이

욱 각광받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FEMS와 같

라는 중대한 요구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

은 에너지관리 시스템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지

어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절감과 궁극적으로 에

속적인 정책적 추진과 사업 진행이 요구되는 분

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은 향후 더

야로 보인다.

5. 정책 시사점
에너지절감 관련 정책 활성화와 FEMS 보급률

어진 구축사례가 중소·중견기업에 설득력을 가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에너지관리

질 수 있는 적용방안 마련에도 많은 고심이 필요

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

할 것이다.

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추진 중인 제도와

특히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에너

기업들의 성공사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지 절감의 중요성을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

통해 보다 많은 중소·중견이 그 필요성을 체감할

하게 경영상 우선순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수 있는 홍보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특히 도입비용에 대한 문제는 현재에도 정부차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상대적으로 저렴

원의 지원이 있으나, 그 효용가치에 대한 긍정적

한 산업용 전기가격으로 인해 이들 기업들의 전체

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

운영비용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1%

적인 도입 및 구축 성공사례 제시가 최우선 과제

에 불과하기 때문에 에너지관리시스템의 경영상

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

우선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공장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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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되어 있는 업체에서도 이와 같은 시스템이 에
너지절감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로 보인다.
앞으로도 세계 각국은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
율 및 절감을 위한 주요 기술로 에너지관리 시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사업체가

템에 대해 인지하고 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공

어떤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할

장까지 4차산업 혁명 시대의 제조업 강화 방안으

것이다. 이와 동시에 에너지절감 및 효율화를 위

로 활용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한 노력 자체가 불편함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역시 FEMS나 스마트공장 등에 대해서 그 출발이

FEMS를 활용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를 통해 비

다소 미진했을지라도 적극적인 정책을 펴고 있으

용절감은 물론 제품의 생산성과 품질향상 효과도

며, 향후 지속적인 지원 및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함께 얻을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출 감소를 유발하여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등의 기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 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

준에 부합하는 등 기업경영에도 중요한 요소임을

도록, 정부는 에너지 효율 및 절감을 위한 주요 지

널리 알리고 인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

원체계, 혜택, 기술보급 등이 대기업에만 국한되

특히 앞서 언급한 바 있는 국내의 FEMS 구축

지 않도록 중소·중견 기업을 중심으로 관련 사업

사례는 에너지절감률이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을 확장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등을 마련하여

나타나는 등 그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그 혜택이 경제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구축 노하우를

정책적 노력이나 관련 사업을 확장해야 할 필요

꾸준히 쌓아 매뉴얼화하고 적용 가능한 산업분야

가 있다.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과의 간

를 판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후 체계적인 도

극에 필요한 정책적 방향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

입을 추진한다면 그 기대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

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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