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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S 사업 모델의 개념

무릇 '애즈 어 서비스(as a Service)' 시대이다. 

클라우드가 시장에 도입된 이래,  이제는 우리가 상상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단어와 결합된 다양한 서비스화 

사업 모델(X-as-a-Service)이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중국 전기차 제조사인 니오(Nio)는 교체식 

배터리(교체에 3분 소요)와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을기 

반으로 하는 BaaS(Battery-as-a-Service) 모델을 도 

입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은 70kWh 등 3종류의 배

터리 팩에 가입하여 배터리 사용 비용을 월 단위로 지

불하고, 배터리 없이 전기차를 구매함에 따라 미화 1만

달러 정도의 차량 구입 비용을 절감하는 이익을 향유

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니오는 BaaS 서비스를 통해 

차량 판매와는 별도의 배터리 월 사용료를 또 다른 수

익원으로 확보할 계획인데, 2021년까지 BaaS 모델 

기반의 교체식 배터리 사업 확산을 위한 '니오 파워 스

왑 스테이션(Nio Power Swap Station)'을 중국 전

역에 500기를 설치한 야심 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에너지 애즈 어 서비스(Energy-as-a-Service)' 사

업 모델 역시 일반적인 '애즈 어 서비스'의 핵심 개념

을 공유한다. 

첫째, EaaS는 구독 경제를 기반으로 한다. 고객은 

에너지 성능 계약, 에너지 공급 계약, 전력 구매 계약 등

을 통해 구독 기반 형태로 장기 계약 기반의 에너지 공

급 서비스를 받게 된다. 

둘째, 고객은 에너지 설비 자체를 구입하는 것이 아

니라, 그 설비를 통해 창출되는 에너지 서비스에 대해 

실제 사용량 기준 단위당 고정 요금(예: Kwh 당 전기 

요금)을 지불하게 된다. 이에 따라 EaaS 서비스 제공

업체는 에너지 효율이 높고 에너지 생산 원가가 저렴한 

에너지 공급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모든 프로젝트 비용(설비, 건설, 운영 및 유지 

관리 등)을 EaaS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하게 됨에 따

라, 고객은 자본투자(CAPEX)에서 운영비용(OPEX)으

로 지출 부담이 변화된다. EaaS 서비스 제공업체가 초

기 자본투자를 전담하고 고객은 투자된 자산의 가치를 

서비스 형태로 향유하게 됨으로써, 초기 투자비용 부

담, 자산관리, 리스크 관리 등이 오롯이 EaaS 서비스 제 

공업체의 책임으로 귀속된다는 의미이다. 

넷째, EaaS 서비스 제공업체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

하여 에너지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 및 변동 원인 분석, 

에너지 예측 등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방법을 적극적

으로 모색함으로써, 계약 당시의 고정요금보다 낮은 원

가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림 1

Nio Power Swap Station 2.0

출처: Nio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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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aS 사업 모델의 성장 배경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EaaS 사업은 초기 단계의

EaaS 도입 고객층이라 할 수 있는 상업 및 산업 고객 

(C&I) 대상으로 2026년까지 230억 달러 규모로 시

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2).  EaaS 사업 모

델이 시장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인 개편과 깊이 연관이 있다(그

림 3). 

첫째, 신(新)기후 체제 및 에너지 수요 정체, 주요국 

전력시장의 자유화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이제는 

기존의 유틸리티 기업 및 신규 진입자들 모두 유연한 

사업 구조를 갖춘 형태로의 사업 모델 조정을 강요 받

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통신사, 가스회사, 신재생 IPP

사업자 등 다양한 유형의 업체가 소매 시장에 참여하

고 있으며, 이들은 전력 판매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제공하고 있다. 일례로 민영화된 전력시장인 텍사

스의 전력 소매업체인 '앰빗에너지(Ambit Energy)'

는 고정 요금(약 5센트/kWh)과 결합된 유연한 계약

기간(12~36개월)과 함께 부가서비스로서의 고객지

유틸리티-소비자
관계 변화

전력 및 서비스 공급원의 다양화 

에 따라, 맞춤형 고객 니즈 대응이 

유틸리티의 사업 초점으로 대두

-고객 니즈 파악을 통해 최적 

 화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

 하는 것으로 변화

글로벌 관점의 전력 시장의 독점 

체계 붕괴, 다양한 에너지 신사

업 및 새로운 진입자 출현

C&I 고객들의
에너지 니즈 변화

Cheap : 자가 소비 목적의 분산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따

른 경제성 확보로 C&I 소내 자가

용 발전 수요 확대

Reliable : ESS가격의 지적 하

락 및 기술 발전으로 마이크로그

리드 등 분산자원의 안전성 입증

Clean :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RE100 등 청정에너지 사용이 기

업의 생존 직결 이슈로 확대

Digital Technology
Advancement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수준의 모니터링 및 

운영 성능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디지털화 또는 지능화의 변화 방

향은 에너지 부문에서 지속적으

로 진행될 것이며, EaaS 서비스

화 모델의 확산을 더욱 촉진할 것

으로 예상

C&I 고객 대상
Turnkey 서비스 제공

에너지 부문 사업모델이 개별 사

업자 자체적으로 대응하는 형태

에서, 제 3기업과 공동 협력하거

나 위탁하는 형태로 변화, 기술과 

재원 조달 등 핵심 역량을 종합시

켜, One-Stop Shop 으로 Deli- 

very

원팀의 전담 배치, 정전 보증 서비스 등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에너지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또 다른 전력 소 

매업체인 그린마운틴에너지(Green Mountain Ene- 

rgy)는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100% 신재생 전력만을 

공급하는 것을 최대 차별화 포인트로 설정하고, 태양광 

(USD B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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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글로벌 상업용 및 산업용(C&I) 
EaaS 시장 전망

출처: Navigant Research 와 Deloitte, Energy-as-a-Service 
The lights are on. Is anyone home, 2019

출처: 딜로이트 분석

그림 3

Global C&I EaaS 시장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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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전력 매입제도(Solar Buyback Program)와 같

은 상계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들의 추가적인 수익 보

장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전력시장의 경쟁 심

화 등 시장 환경의 변화는 기존의 유틸리티 및 신규 진

입업체들이 EaaS를 활용한 차별화된 상품 제공을 위

해 장기 수요처 발굴에 앞장 서게 하는 주요 요인이다. 

둘째, 상업 및 산업 고객들의 에너지 서비스 수요가 

EaaS 사업 모델과 잘 부합한다는 점이다. 자가 소비 

용도의 분산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로 이들 고객의 소내 

(Customer-Sited) 자가용 발전 수요가 확대되고 있

다. 또한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위시한 분산자원 설

비 가격의 지속적 하락과 함께, 관련 기술의 급속한 성

능 개선으로 마이크로그리드 등 분산자원의 안정성이 

시장에서 입증되고 있어, 굳이 중앙 발전설비에서 생

산된 전력을 송배전망을 통해 공급받을 이유가 사라지

고 있다. 더 나아가,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및 RE100

으로 청정에너지 사용이 기업의 생존 직결 이슈로 확

대됨에 따라 자체 신재생 설비 구축 혹은 전력 구매계

약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향후 RE100 등 글로벌 청정에너지 

요구가 거세어질수록 자가 발전, 프로젝트에의 직접 

투자 및 지역 유틸리티와의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계

약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공급 목표를 달성하려고 할 

것이며, EaaS를 통해 안정적인 신재생 전력을 공급받

으려는 니즈 또한 강화될 것이다. 

셋째,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 및 지능화는 EaaS 모

델의 확산을 더욱 촉진할 핵심 요소이다. 에너지 사용 

패턴 분석 등 알고리즘 기반의 모니터링을 통해 확보

된 정보를 이용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 패턴 등을 파악

하고, 최적화된 에너지를 공급, 전체 에너지 사용을 절

감하는 디지털 기술들이 이미 도입되었으며, 잔여 에너

지 자원을 판매하거나, 수요반응(DR) 등을 통해 추가

적인 수익 개선까지 가능한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에너지 업체가 자체적으로 서

비스를 제공하던 형태였다면 이제는 다른 업체와 공동 

협력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술과 재원 조달 

등 핵심 역량을 종합하여 턴키(Turnkey)로 대응하는 

모습이 시장의 주요한 변화 양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다양한 분산자원을 엮어서 최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는 컨설팅, 설계-조달-시공(EPC), 운영관리와 거래 대 

행 등 전체의 가치사슬을 단일의 계약구조로 연결하여 

성능을 최적화하고, 운영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일

례로 쉘(Shell)은 스마트 에너지 분야에서 꾸준한 인

수합병을 통해 에너지 공급부터 전기차 충전, 소매중

개거래, 에너지 효율화 등까지 통합 제공 역량을 확보

하고 있다.  

이상의 시장 구조적 관점의 EaaS 성장 배경과 함께, 

추가적으로 EaaS의 긍정적인 시장 전망을 가능케하는  

것은 EaaS가 상업 및 산업 고객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 

에너지 도입의 현실적 장애 요인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 그림 4에서처

럼, 지역과 무관하게 상업 및 산업 고객들은 스마트 에

너지 도입 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자금 부족 및  명확

한 에너지 절감과 성능 보장 효과 달성의 불확실성 등

을 주요 장애 요소로 언급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aaS는 서비스 제공업체가 장비와 설치의 초기

비용을 부담하는 만큼, 고객의 초기 자본투자가 필요하

지 않다는 점, 성능 보장을 통해 EaaS 제공업체가 실질 

적인 책임을 지고 고객은 본연의 사업에 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여러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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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상업용과 산업용 고객들의 스마트 에너지 도입 시 주요 장애 요소

주요 기업들의 EaaS 사업 현황

EaaS 사업에 필수적인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과 투자 및 재원 조달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주요 

글로벌 업체들은 꾸준히 인수합병, 합작투자(JV) 등 다

양한 파트너십을 활용해 사업 역량을 강화해오고 있

다. 

프랑스 에너지 업체인 '엔지(Engie)'는 전통적으로 

강점을 보여왔던 LNG 사업과 함께, 저탄소 발전사업, 

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해오 

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최근 에너지 서비스 사업 

영역에서 Cofely(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Ineo(스마 

트 교통 서비스), Axima(공조서비스), Endel(마이크 

로 그리드), Ecova(분산에너지) 등 다수의 인수합병 

을 완료하였으며, 특히 기업형벤처캐피탈(CVC) 조직 

인 '엔지뉴벤처스(Engie New Ventures)'를 통해 신 

기술 및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 공격적인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그간 자회사, 계 

출처: Johnson Controls, Energy Efficiency Indicator Survey, 2019

아시아 유럽 및 중동 미주

성능 향상을 위한
자금 부족

성능 향상을 위한
자금 부족

성능 향상을 위한
자금 부족

31% 29% 26%

18% 25% 23%

18% 18% 18%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에 
대한 불확실성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에 
대한 불확실성

성능 개선과 비용 절감에 
대한 불확실성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내부
기술적 역량의 부족

불충분한 자금회수 기간 불충분한 자금회수 기간

열사별로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 서비스 사업을 '엔지 

임팩트(Engie Impact)'로 통합하여 산업체, 지자체, 

도시 등 산업 및 상업 고객 대상으로 저탄소 에너지 서 

비스 사업을 추진할 핵심 조직으로 내세웠다.  엔지는 

EaaS 사업에서의 투자 및 재원 조달 역량보완을 위 

해 인프라 전문 투자사인 '액시엄 인프라스트럭쳐(Ax- 

ium Infrastructure)' 및 메리디암 (Meridiam)과 협 

업을 추진해오고 있는데, 엑시엄과는 오하이오주립대 

학교(Ohio State University)를 대상으로 50년 장 

기 EaaS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바 있으며, 메리 

디암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오와대학(Iowa Univer- 

sity)과 50년의 유틸리티 관리사업권(Utility Man- 

agement Concession) 계약을 성공시킨 바 있다. 두 

건 모두 1조원이 넘는 초대형 계약으로써, 현재보다

25% 이상의 에너지 절감과 저탄소 운영 시스템 달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통적 기술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Schneide 

r Electric)의 EaaS 사업 영역에서의 파트너십은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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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에너지 서비스 역량에서 25건의 
M&A완료
-Cofely ('18, 에너지 효율화 서비스)
- Ineo('17, 스마트 교통 서비스)
- Axima('17, HVAC)
-Endel('19, 마이크로 그리드)
-EVOVA('14, 분산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전문업체 Asco 인수
('17)이후 해당 역량 강화 보완

'17년 MP2 Energy(On-Site 발전 전
문)인수
'18년, Grid Point(Site Energy 
Analytics 전문)와의 협업을 통해 
Shell Energy Inside 발족, EaaS 사
업 본격화)

EaaS 전문 기업
기술 역량 및 엔지니어링 역량 자
체 보유

Axium Infrastructure 와의 협업을 
통한 Ohio State University 프로젝
트 수주
Meridiam 과 lowa University 프로
젝트 수주
두 프로젝트 모두 50년 기간의 $1.2 
Bill 규모

'18년, Carlyle Group 과의 JV인
AlphaStruxure(EaaS전문) 발족
-$500Mil 투자

'18년, Sparkfund와의 협업을 통해 
EaaS 사업 본격화

다양한 금융기관 협력 및 금융기법 도입
(Taxable Dept Capital, Tax-
Exempt Dept  Capital, Synthetic 
Equity Capital 등)

Engie는 Customer Solutions
Business 유닛을 통해 다양한
Commercial 및 Industrial   
고객에게 EaaS 서비스 공급

'19년, Schneider-Carlyle 파트너쉽
을 통해 JFK 공항 및 뮌헨 공항 프로젝
트 발표 이후, 다양한 Commercial 및 
Industrial 고객 대상 사업 진행

Shell 은 현재 2만 5,000여 개의 
Commercial 및 Industrial 고객
을 보유

Bernhard 는 의료 및 교육기관 중심 
Targeting
Prostar Energy Solutions 와의 협업
을 통해 Health Trust 대상으로 EaaS 
계약체결

자 및 재원 조달 분야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글로벌 사

모펀드 기업인 더 칼라일그룹(The Carlyle Group)과 

2019년에 설립한 합작업체인 '알파스트럭슈어(Alp- 

haStruxure)'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슈나이더-칼라

일 파트너십을 통해 JFK 공항 및 뮌헨 공항에 EaaS 사

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다양한 산업 및 상업 고객을 

대상으로 EaaS 사업을 확장해가고 있다. 이들이 추 

진한 JFK 공항 1터미널 재개발(Terminal One Re- 

development)사업은 마이크로그리드를 기반으로 현

재보다 30% 이상의 에너지 사용 절감과 함께 100% 

신재생 에너지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5

주요 기업들의 EaaS 사업 현황

주요 기업 기술적 역량 보완 투자 및 재원 조달 역량 보완 주요고객

쉘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업체와의 인

수합병을 통한 EaaS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왔으

며,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2018년 자사 EaaS 사업 

모델인 '쉘에너지인사이드(Shell Energy Inside)'로 

구체화되었다. 쉘에너지인사이드의 핵심적인 기능은 

EaaS 사업 협력업체인 그리드포인트(GridPoint)가 

보유하고 있는 '그리드포인트 에너지 매니저(Grid Po- 

int Energy Manager)'로, 실시간으로 HVAC, 조명 

등 다양한 에너지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클라

우드(Cloud)기반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시간 알림, 

자율조정, 설비 진단을 가능케 한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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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쉘은 스파크펀드(Sparkfund)와 협력을 통해 

구독 기반의 에너지 서비스 사업 모델을 정교화 시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쉘은 현재 2만 5,000여 명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EaaS 계약을 완료한 바 있다.  

의료 및 교육기관 중심의 북미 EaaS 전문업체인 번

하드(Bernhard)는 고객 기반 확대를 위해 에너지 컨

설팅 및 ESCO 전문성을 보유한 프로스타 에너지 솔루 

션스(ProStar Energy Solutions)와 파트너십을 유 

지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의료 GPOs(Group- 

Purchasing Organization)인 HealthTrust를 대상

으로 EaaS 계약을 이끌어냈다.  

2016년 Tesla에 인수된 솔라시티(SolarCity)가추

진했던 아리조나 스코츠데일 워터 캠퍼스(Arizona S- 

cottsdale Water Campus) 프로젝트는 솔라시티(S- 

olarCity)가 EaaS 제공업체로서 턴키(Turnkey) 기반 

Solar Energy System을 구축한 프로젝트이다. 

20년 동안 솔라시티는 사업 개발자(투자 유치 및 자

체 투자)이자, 계약자 그리고 운영자로서 2.3MW의 태

양광을, 2MWh 규모의 Tesla  ESS를 설치한 바 있다.   

EaaS의 전기차 충전 사업에 대한 시사점

EaaS 사업 모델의 장점은 초기 자본투자가 많이 소

요되는 대부분의 에너지 구축 사업에 적용될 수 있다

는 점이다. 일례로 최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기술로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사업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막대한 탓에 경제성 극복이 항

상 어려운 과제였고 그만큼 상용화가 지체되어 왔다. 

클라임웍스(Climeworks)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공

기 중 이산화탄소 직접포집(Direct Air Capture) 기

술을 상용화한 기업이자 가장 많이 투자를 받은 기업

인데, 한 달에 49유로를 지불하면 이산화탄소 600Kg 

을 제거할 수 있는 구독경제 모델을 선보이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도 높은 초기 투자

비용과 낮은 수익성으로 민간부문의 참여가 활성화되

지 못해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적이었다. 그러나, 미국 최대 전기차 충전업체인 차지

포인트(ChargePoint)가 내놓은 'ChargePoint-as-

a-Service' 프로그램은 충전인프라 사업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단순 충전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

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 모델을 다각화하는 것이 얼

마나 효과적인지 잘 보여준다. 일례로 대형마트는 단

순히 충전인프라가 설치될 장소만 제공해주면 차지포

인트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관리해준다. 이 지점에서 

대형마트는 충전 고객들에게 충전료를 받고 차지포인

트 측에 월정액을 지급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이 탄생한

다. 이렇듯이 다양한 EaaS 사업 모델을 제공할 수 있

는데, 이는 1)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수요반응(DR) 시

장에 참여하여 추가적인 수입을 얻게 한다거나 2) 피

크전력을 저감해 요금을 절감 또는 3) 잉여전력을 판

매하는 사업에 나서게 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사업에 EaaS가 결합될 경우, 개별 충전

사업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전체 그리드 관점

의 최적화를 EaaS 모델이 해결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전기차가 증가하여 전력 부하를 많이 차지할 경우, 전

기차 충전이 특정 시간대에 집중되면 전력 수급 균형이 

불안해질 수 있다. 따라서  전기차의 전력수요를 분산

시키고, 전기차 배터리의 여분의 전기를 활용할 수 있

는 전력망 운영이 중요해 진다. 개별 충전사업자로서

는 투자 유인을 느끼기 어려운 이 부분을 EaaS 사업 모

델이 해결할 수 있다. 스마트 그리드의 구축과 운영을 

EaaS 사업자가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최적

의 충전 네트워크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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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EaaS 사업 참여자별 장단점

장점 단점

EaaS
서비스 제공업체

기존의 에너지 공급 형태보다 대규모의 에너지 자원을 더욱 
많은 실수요가에게 공급할 수 있음
실수요가 Lock-in
새로운 장기 수익 흐름 보장
고객 데이터 기반 추가적인 파생 서비스 창출 가능

대규모의 초기 투자 자본 필요
재무 리스크 노출
성능 보장 리스크 노출
고객의 신용도별 EaaS 사업 부적합 가능성

초기 필요 자본 비용 없으므로, 순영업이익 및 현금 흐름 증가
소유, 운영, 성능 보장 리스크 감소, 성과 보장
에너지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김에 따라 핵심 사업에 집중

장기간 특정 EaaS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
에너지 시장의 급락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노출 가능성EaaS 고객

EaaS의 사업 사례를 통해 본 사업 참
여자별 장단점  

이상에서 EaaS 사업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수 있는 

EaaS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의 득실은 그림 6과 같

이 정리된다. 우선 EaaS 서비스 제공업체는 장기 계

약을 통해 수요자를 록인(Lock-In)함으로써 새로운 

장기적 수익 흐름을 확보하는 동시에 고객 데이터 기

반의  추가적인 파생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대규모의 초기 투자 자본이 필요하고, 

고객 및 기자재 공급, O&M 업체 등 계약구조에 포함

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신용도에 따른 재무 리스크

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계약 상대방의 재무적 안정성

에 대한 확인과 필요 시 신용보강 방안 강구 및 업체 교

체 가능성 등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EaaS 사업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전체 사업의 

건설 및 준공 지연 리스크 뿐만 아니라, 건설 및 설비

에 적용된 기술의 성능 검증 관련 리스크도 EaaS 사업

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건설/준공 지연 

시 책임 및 보상 규정을 명문화하여, 참여 업체 간의 투

명한 책임 전가의 원칙을 수립해두는 것 뿐만 아니라, 

적정한 성능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성능검사 항목, 분

야, 방법을 사전에 명문화, 협의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EaaS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EaaS의  

장점이 단점 대비 더욱 부각된다. 우선 초기 투자 자본  

비용이 필요 없으므로, 순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에 미치 

는 영향이 최소화된다. 고객은 부외금융(Off-Balan- 

ce-Sheet Financing)으로 대차대조표 상의 부채부 

담이 아닌 운영 비용으로 에너지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다. 또한 소유, 운영, 성능 보장에 대한 리스크가 전

적으로 EaaS 서비스 제공업체에 전가되기 때문에, 에

너지 문제를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핵심 사업

에 집중할 여력이 생기는 것 또한 장점이다. 하지만 장

기간 특정 서비스 업체에 의존할 가능성, 에너지 시장

의 급락 등 시장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장기 고정 계약

의 효력을 상실할 가능성 등은 단점으로 꼽을 수 있다.   

출처: 딜로이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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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산업 업체 간 EaaS 협업 구조 마
련 및 스타트업 유망 기술 확보 등을 통
한 신시장 창출 필요  

에너지 생태계의 구조적인 변화가 진전됨에 따라, 전

력산업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에서의 EaaS로 대표되

는 서비스화 사업 모델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계적인 청정에너지 트렌드와 함

께, 신재생 산업의 기술발전, 에너지 산업의 디지털화

와 분산화가 핵심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실사용자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초기 투자 부담

을 덜어주고, 성능 개선을 통해 EaaS 서비스 제공업체 

스스로 수익성을 확대시킬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상호 

호혜적 사업 모델로서 EaaS 시장의 전망은 더욱 더 긍

정적이다. 일단 비용 절감 및 수익 개선 가능성이 시장

에서 확인된다면, EaaS 사업 모델의 채택률은 더 높아

질 것이며, 향후 EaaS에 포함될 서비스들은 더욱 다양

화될 것이다. 

앞서 글로벌 선도업체들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EaaS 

사업은 본질적으로 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산업 

내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에너지 신기술 

의 고위험-고수익 속성을 고려할 경우, 자체적인 역량 

확보보다는 외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협력 모델을 

고안해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에너지 산업의 융합 현상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산업과 사업 모델의 창출이 예견

되고 지금 이 순간도 활발히 탄생하는 만큼, 이를 가로

지르는 다양한 산업 내 기업들과 시장 기회를 함께 개

발함으로써 혁신성 기반의 추가적 시장 성장 기회를 발

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산업을 주도 면

밀하게 관찰하고, 유연한 투자 전략을 기반으로 기존 사

업과 시너지가 발생 가능한 기술 및 기업 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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