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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timizer 개요



E-Optimizer 개요 및 구성

에너지 효율화 잠재력을 분석하는 전력비용최적화 분석 리포트, 예측기반 전력을 관리하는
일일전력 관리서비스, 다수의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룹전력관리 서비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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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timizer 서비스 주요 Contents

• 계약전력/요금제 분석

• 전력량/전력비용 분석

• Peak전력 분석

• 냉/난방전력 부하분리

및 용도별 분석

• 특이사용 전력 분석

• 추가수익 기회(DR) 평가

• ESS 도입 타당성 분석

Mobile/Web
• 사용특성분석

• 특이사항 알람

• Peak예측/관리시점 가

이드

• 모니터링 Dashboard

Report
• Site 월간 전력량/전력

비용 보고서 발행

• 월간 엔지니어링 인사

이트 보고서 발행

• 연간 전력분석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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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ptimizer 기대효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에너지 사용 실적을 가시화 하고 비용절감 방법을 제안 및 설비운영
적시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에너지 사용 과정상 다양한 Pain Points의 해결 지원

고객 Pain Point 

• 에너지 데이터와 전문지식의 결합 통한 분석

→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설비 최적 운영 효과

- 에너지 및 비용 절감

- 설비 상태 최적화 유지로 설비 수명 연장 기대

• 통합 관리 Tool1)로 활용

- 관리 품질 제고 및 안정적인 운영 가능

※ 관리기준 설정, 모니터링 및 낭비요소 발생 알림 등

• 경험기반 분석/검토를 Data/System기반 분석/검토

로 Upgrade

- 운영효율 개선

- 효율적 인력운용으로 관리비용 절감

기대효과

Site
Owner

• 에너지 비용절감 Needs 高

• 설비 투자 비용 부담

•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정부 정책 대응
Needs

건물
운영사

• 시장경쟁 심화
- 가격경쟁, 서비스 변별 부족 등

• 비용절감 Needs
- 주 52시간, 최저임금 인상 등

• 전문인력 수급 애로
- 전문직 노화 및 운영인력의 잦은 이직

Multi-
Sites
보유사

• Site별 관리 인력간 역량 차이로 관리
품질 차이

• 개인역량에 의존한 서비스 품질

• Site별 비효율적 운영 확인애로 및
관리 방안 부재 ☞ 관리자/운영자의 정확하고 빠른 의사결정 지원



제공 서비스



제공 서비스

서비스명 Basic (저압) Basic (고압) Private Customer(AMI) Group Customers Group Customers + Partner

제공서비스

전력비용최적화리포트
(PDF)

전력비용최적화리포트
(PDF)

전력비용최적화리포트
(PDF)

전력비용최적화리포트
(PDF)

전력비용최적화리포트
(PDF)

전력비용최적화리포트
(PDF)

- - - - 그룹 전력현황 분석 -

- - 일일관리 (Web) 일일관리 (Web) 일일관리 (Web)
Partner Dashboard(We

b)

- - 일일관리 (Mobile) 일일관리 (Mobile) 일일관리 (Mobile) -

- - Daily Report (MMS) Daily Report (MMS) Daily Report (MMS) -

- - Weely Report (MMS) Weely Report (MMS) Weely Report (MMS) -

- - Monthly Report (PDF) Monthly Report (PDF) Monthly Report (PDF) -

- - - 그룹관리 (PC Web) 그룹관리 (PC Web) -

- - - - Monthly 그룹컨설팅 -

분기별 특별컨설팅

- - - - - 고객사 분류분석

특이사항

AMI 설치고객 가입가능
모든 한전요금제 적용가

능
모든 한전요금제 적용가

능
White Labeling

운영센터 지원 운영센터 지원 운영센터 지원

그룹 : 그룹전력현황 분석, 월간/분기별 컨설팅 리포트, 그룹관리(Web) 
고압 사업장 : 전력비용최적화리포트(PDF), 일일관리(Web, Mobile, MMS), 월간리포트
저압 사업장 : 전력비용최적화리포트(PDF)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컨설팅 포함



서비스 상세 예시



WEB



E-Optimizer 예시 화면 (그룹전력관리 Web Service)

CONFIDENTIAL

Monthly Dashboard(실제 납부되는 요금 기준 그룹 분석) - 전체용

연간 누적 정보(전기요금, 사용량, CO2배출량 등)

전년 동기간 대비 비교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최근 1년간의 전력, 비용 비교 분석

분기별 비교 분석

벤치마킹을 통한 전력사용 변화가 큰 사업장 확인



E-Optimizer 예시 화면 (그룹전력관리 Web Service)

CONFIDENTIAL

Daily Dashboard(15분 단위 전력사용량 기준 분석) – 고압용

한주간 전력사용량 특이전력 Top5

전년 동기간 대비 비교 분석을 통한 현황 파악

24개월 간의 전력사용 패턴

사이트별 상세 분석 및 벤치마킹 (일별)



E-Optimizer 예시 화면 (그룹전력관리 Web Service)

CONFIDENTIAL

데이터 조회(그룹 내 사업장에 대해 일/주/월별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다양한 조건으로 전력 및 이산화탄소 등 조회

최대수요전력(kW)은 엑셀 형태로 제공



E-Optimizer 예시 화면 (일일전력관리 Web Service)

CONFIDENTIAL

Dashboard(사업장의 전력정보 모니터링) – 고압용

오늘의 예측 및 전력정보 모니터링

한전 계약정보

일주일간 전력사용량, 전력량요금, kWh당 전기요금 및 현황

최근 2년간의 전기요금 Trend

어제의 사용량 및 특이전력 분석



E-Optimizer 예시 화면 (일일전력관리 Web Service)

CONFIDENTIAL

데이터 조회 및 다운로드 기능

최대수요 데이터 조회

전력사용량 & CO2 데이터 조회

특이전력 데이터 조회



MMS / Mobile



Daily (최대수요 발생 또는 특이전력 비중이 높을 경우 메시지 제공) Weekly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발송, 이번 주 예측, 지난 주 분석, 월 분석 제공)

MMS (지점 별 담당자 대상 Daily & Weekly Service)



Daily (최대수요 발생 또는 특이전력 비중이 높을 경우 메시지 제공)

Mobile Web Service ()

오늘의 예측 어제의 분석 주간 트렌드



분석보고서



연간 분석보고서 : 절감 방법 중심의 컨설팅 리포트
(약 30page 분량) – 고압용

월간 분석보고서 : 운영 분석 중심의 컨설팅 리포트
(약 7page 분량) – 고압용

분석보고서 (총괄 및 지점 담당자별 리포트 조회 및 출력)

8가지 절감 알고리즘을 중심으로 한 절감 가이드 제공

월별 전력사용 및 요금 패턴 분석



연간 분석보고서 : 절감 방법 중심의 컨설팅 리포트
(약 10page 분량) – 저압용

분석보고서 (총괄 및 지점 담당자별 리포트 조회 및 출력)



월간 통합보고서 : 지점 별 에너지 사용 실적 분석
(가공 Data 제공)

In-depth 보고서 : 그룹 전체 심층 분석 및 업종별 에너지 사용 벤치마킹
리포트

그룹전력관리 Plus 보고서 (본사 총무팀 총괄 담당자 수신 전용)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고려한 리포트 제공



서비스 예상 견적



견적서

가입 대상 : xxxxx -개 지점 (고압 : 00 Site, 저압 : 00 site)

가입 상품 : E-Optimizer 그룹전력관리 PLUS

상세 견적 : 
구분 항목 단위 수량 금액(원) 합계(원)

1. 고압 사이트 일일전력관리 서비스

가. 전력비용 최적화 리포트 - 계약전력/요금제 분석, 전력량/전력비용분석, Peak전력 분석
- 냉/난방전력 부하분리 및 용도별 분석, 특이사용 전력 분석
- 추가수익 기회(DR) 평가, ESS 도입 타당성 분석

Sites 00 120,000 -

나. 지점 별 에너지 관리 MMS 발송 - Daily & Weekly 지점 별 사용특성 분석, Peak예측 및 관리 가이드

다. 모니터링 서비스 - 지점 별 사용특성분석, 특이사항 알람, Peak예측 및 관리가이드,
세부 모니터링 Dashboard

Sub Total
-

2. 저압 사이트 연동 서비스

가. 전력비용 최적화 리포트 - 연간 전력량 및 전기요금 분석, 전력사용 기초분석
- 에너지 벤치마킹 분석(전력사용량, 전력사용시간)
- 전기요금 절감 분석(소용량/초과사용부가금/최대수요/기타)

Sites 00 60,000 -

나. 모니터링 서비스 - 월 사용량/요금 기반의 그룹관리 분석 서비스(연간누적정보, 
전년/분기별 비교, 벤치마킹)

Sub Total
-

3. 그룹 전력관리 PLUS

가. 에너지 Data 전문가 In-depth 보고서 - 지점 별 에너지 사용량 통합 보고서 월 1회 기준
- In-depth 보고서 연(상반기/하반기) 2회 기준 년 1 - -

Sub Total
-

Grand Total -



견적서

첨부. E-Optimizer 서비스 요금표

서비스 대상 제공 내용 표준 요금

전력비용최적화 분석
특정 건물에 대한 1회성

전력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

계약전력/요금제 분석
전력량/전력비용 분석

Peak전력 분석
냉/난방전력 부하분리 및 용도별 분석

특이사용 전력 분석
추가수익 기회(DR) 평가
ESS 도입 타당성 분석

건물 당 10만원/1회

*일일 전력 관리
단수의 건물에 대한 전력

관리가 필요한 고객

전력비용최적화 분석(기본제공)
전력 사용특성분석
특이사항 알람

Peak예측/관리시점 가이드
모니터링 Dashboard

월간 전력량/전력비용 분석
연간 전력분석 컨설팅

1만원/월
(1년 약정)

그룹 전력 관리
복수의 건물에 대한 전력

관리가 필요한 고객
건물 당 1만원/월

(1년 약정)

그룹 모니터링 Dashboard
그룹 전력 사용 통계

그룹 전력 관리 Plus
체계적인 전력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고객

그룹 전력 관리 서비스 (기본제공)
에너지 관리 전문가 1:1 전담 컨설팅

건물 용도/면적 별 전력 관리
업종 별 벤치마킹 서비스

**별도 견적

* Cloud EMS 및 DR 이용 고객의 경우 일일 전력 관리 서비스 기본 제공
** 관리 대상 사이트 특성 및 수량에 따른 에너지 관리 전문가 별도 견적 제공 및 서비스 계약 체결



Q&A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