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확인서

LS산전 R&D캠퍼스에 전달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3월 30일(수) 안

양시에 소재한 LS산전 R&D캠퍼스 건물에 대하여 국

내 최초의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 확인서

를 전달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

nagement System)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 

및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빌딩에너지 제어  관리 

 운영 통합시스템이다.

ICT를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방안 의 일환으로 

BEMS 설치확인 제도를 운영 중인 공단은 BEMS의 기

능 및 에너지소비현황 분석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서

류 및 현장심사 결과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BEMS 설치확인서를 교부하고 있다.

특히 공단은 기업별 BEMS 기능 개발 형태가 각기 달

라 상호 운용 호환이 미비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BEMS KS 기준(KS F 1800-1,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기능과 데이터 처리 절차)을 제정하여 BEMS 표준화 토

대를 구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설치확인 제도 시행을 

통해 BEMS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이사장과 LS산전 대표이사 김원일 
부사장이 BEMS를 통한 에너지 절감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

LS산전 R&D캠퍼스가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국내 1호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서 전달 후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이사장(좌)과 LS산전 대표이사 김원일 

부사장(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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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국내 최초로 BEMS 설치확인을 인증받은 LS

산전 R&D캠퍼스는 BEMS를 활용하여 에너지원별, 용

도별, 설비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분석해 에너지절감방

안을 도출하고 있으며, 주요 설비(냉온수기, 보일러 등)의 

경우 실시간 효율분석을 통해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하

고 있다.

또한 ESS(1MW급)에서 충전된 전기를 최대부하시간

대에 공급하여 최대전력(PEAK)을 낮추고, 태양광(50kW)

시스템 및 지열히트펌프(50RT)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다.

LS산전 관계자는 LS산전 R&D캠퍼스에는 자체 개

발한 BEMS를 적용, 빌딩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통합 

제어관리  분석함으로써 연간 약 10~15%의 에너지절

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 며 행사를 통해 공식 확인 받은 

EMS 기술 역량을 기반으로 스마트 에너지 시장을 선

도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국에너지공단 변종립 이사장은 국

내 1호 BEMS 설치확인을 계기로 민간기업 및 공공기

관의 BEMS 보급이 활성화되어 국가 건물에너지 절감

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에 대한 공단의 확인

을 받고자 하는 건물은 한국에너지공단 건물수송에너

지실(031-260-4402)로 문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추진 개요>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 Building Energy Manage 

ment System)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고 에

너지를 효율적으로 하용하기 위해 빌딩 에너지를 제어, 

관리, 운영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정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

하여 BEMS 기술 표준화, 시범사업을 통해 BEMS 보급 확

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내에 에너

지데이터분석센터(EDAC)를 설치하여 에너지소비형태 분

석을 통한 건물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고 있다.

에너지데이터분석센터(EDAC : Energy Data Analysis 

Center)는 실시간, 시간 단위 이하의 에너지 데이터 분석

을 목표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소비행태 분석, 정부 지원

사업 사후관리,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너지공단에 개소했다.

또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및 공공기관 에

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에 BEMS 설치를 권고

하여 민간 및 공공기관의 BEMS 보급 확대를 도모하고 있

으며, 공공기관의 경우는 BEMS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전국 건물 680만동 중에서 3천m2 이상 상업  업무용 

건축물(0.34%, 23천동)에 BEMS를 보급할 것으로 가정

할 경우, 3,712GWh의 에너지 절감효과와 7.3천여 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약 9.3천억의 투입 

비용이 예상된다.

앞으로 BEMS 연계규격 KS 제정, 인증제도 마련, BEMS 

설치 인센티브 확대 및 원격 광역관리시스템 신규사업 개

발 등 BEMS 보급 활성화를 위한 건물 에너지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치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

지진단 면제,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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