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브리핑 시리즈 
ϮϬϭϱ년 ϵ월�;제 ϯ�호Ϳ 

시리즈 소개 
본 정책 브리핑 시리즈는 신재생에너지
환경재단(Foundation for Renewable 
Energy & Environment, 이하 FREE 재단)
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이슈를 주제별로 
다루는 연재물입니다.  
 

본 정책 브리핑의 주요내용 
· 최근 미국 내 지속가능에너지 운영

과 거버넌스의 제도적 구조가 눈에 
띠게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지속가
능에너지기구(Sustainable Energy 
Organization)”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급을 위해 개발되었으며, 기존의 
운영 및 파이낸싱 방식을 뛰어넘는 
혁신성으로 각광받고 있다. 

·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
(Center for Energy and Environ-
mental Policy, 이하 CEEP)의 최근 연
구보고서는 미국 내 SEO의 현황 및 
배경을 기술하고 있다. 동 정책 브리
핑은 그 연구보고서의 요약본이다. 

· 동 정책 브리핑에서는 미국 내의 다
양한 SEO를 비교하고 혁신 가능성을 
조명한다. 

· 동시에, SEO의 혁신성을 더욱 발전
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속
가능에너지공사(Sustainable Energy 
Utility)” 프로그램의 개발 과정에서 
고려되는 조직적 요소 및 절차를 소
개하고자 한다. 

지속가능에너지기구(SEO)의 진화와 기회 
 

본 정책 브리핑 시리즈a의 첫번째 연재에서는 지속가능에너지공사
(Sustainable Energy Utility, 이하 SEU) 모델의 기본적인 특징을 소개했
다. SEU의 기본 특징은 1) 지역사회의 에너지 공급과 실제 수요의 일
치 추구, 2) 혁신적인 자금조달 방식 활용, 3)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룹
의 참여 및 협조를 통한 운영, 4) 정부 기관이나 전력회사로부터의 자
립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두번째 정책 브리핑에서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및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SEU의 사업운
영 모델을 다루었다. 
이번호에서는 미국 내 지속가능에너지기구(Sustainable Energy Or-
ganizations, 이하 SEO)의 현황 및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
보고서b를 기반으로, SEU와 유사한 미국 기관들을 소개하고, 상이한 
조건 및 환경에 SEU의 개념을 적용한 두 가지 사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동 정책 브리핑에서는 현재 운영중에 있는 SEO 간의 차이
점에 대해 논의하고, 앞의 두 연재물에서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SEU
의 잠재력을 더 광범위한 의미의 SEO 구조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SEO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알아본다. 

a. FREE 재단 정책 브리핑 시리즈는 FREE 재단 연구팀이 출간하고 있으며, 
http://freefutures.org/free-policy-briefs/policy-briefs에서 열람 가능하다. 

b. 해당 연구는 델라웨어대 에너지환경정책연구소(CEEP)에서 수행한 연구
로, 전력회사나 정부가 제공하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 지속가
능에너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여덟 개 기관에 대해 조사했다. 에
너지 에피션시 버몬트(Energy Efficiency Vermont)나 오리건 에너지 트러
스트(Energy Trust of Oregon)와 같은 초기모델부터 소노마 카운티 수도 
관리국의 에피션시 파이낸싱 프로그램(Sonoma County Water Agency’s 
Efficiency Financing Program)과 같이 보다 다양한 자원에 SEO 모델을 적
용한 사례까지 SEO 기구의 여러 형태에 대해 다루었다. 연구결과는 “지속
가능에너지 기구: 미국 내 주요 지속가능에너지기구의 행정 및 비지니스 
모델, 거버넌스 방식의 비교연구(Sustainable Energy Organizations: A 
Comparative Study of Administration, Business Models and Governance 
Approaches Among Leading U.S. SEOs)”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
ceep.udel.edu/publications/ceep-publications-2013-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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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 결정의 새로운모델:  
지속가능에너지기구(SEO)� 

미국 내  SEO의 초기 모델로는 에너지 에피션시 버몬트
(Energy Efficiency Vermont)와 에너지 트러스트 오리건
(Energy Trust of Oregon)을 꼽을 수 있다.1,2,3 1997년 버몬트
(Vermont)주의 공익사업위원회(Public Service Board)는 에
너지 효율 개선과 에너지 사용 절감이 주에 큰 혜택을 가져
올 것이라 인식했다.4 이에 버몬트 공익사업부를 비롯한 22
개의 배전회사, 소비자, 환경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주지사의 
승인 하에 2년 후인 1999년 상원법안 137이 통과되었다. 공
익사업위원회는 전력사용자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에너지 절
감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버몬트 내 독립적인 에너지 효율 사
업체를 조직하고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로부터 부여받았
다. 에너지 에피션시 버몬트(현, 에피션시 버몬트)는 전력사
용자가 납부한 요금을 바탕으로 주 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
는 미국 최초의 에너지 효율 사업체가 되었다. 이와 유사하
게, 오리건(Oregon) 주의 경우 1999년 상원법안 1149에 근
거하여 비영리기관인 에너지 트러스트(Energy Trust)를 설립
하였는데, 이는 재생에너지 비용이 전기의 시장가격을 훨씬 
상회하던 그 당시 재생에너지원 개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하
기 위함이었다.5 200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에너지 트러스트
는 에너지 효율과 재생에너지 분야 투자 프로그램을 제공하
고 있다.  
이 외에도 SEO의 형태는다양하다. 예를 들어, 코네티컷
(Connecticut)주의 청정에너지기금(Clean Energy Fund, 이하
CCEF)의 경우 2000년에 공공법안 11-80의 일부로 코네티컷 
입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 이 기금을 통해 주 내 재생에너
지 프로젝트, 신생 기술 투자, 교육 프로그램에 1억 5천만 달
러가 넘는 자금이 투입됐다. 또한 주지사 및 입법부는 깨끗
하고 저렴하며 안정적인 에너지원 개발 및 에너지 효율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CCEF에 이어 2011년 6월 청정에너지 
파이낸스 및 투자기관(Clean Energy Finance and Invest-
ment Authority, 이하 CEFIA)c을 설립했다.6  
 
SEO의 중요한 혁신적인 특징은 SEU 모델에서 잘 나타난다. 
이전 연재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현재 운영중인 SEU모델은 
미국 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 수도관리국(Sonoma 
County Water Agency, 이하 SCWA)은 델라웨어 SEU의 비과
세 에너지 효율 채권 프로그램의 소규모 격인 SEU 프로그램

을 발족했고, 이를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 재생에너지 개발, 
물 사용 절감을 위한 개보수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3-5천만 달러 규모의 지속가능에너지 채권 프로그램은 학교, 
병원, 지자체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최근에는 펜실베이니아 
재무부(Pennsylvania Treasury)와 FREE 재단이 펜실베이니아 
지속가능에너지 파이낸스 (Pennsylvania Sustainable Energy 
Finance, 이하 PennSEF)d,7 이니셔티브 설립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소노마 카운티와 펜실베이니아의 SEU 프로그램은 
델라웨어 SEU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자격요견
을 갖춘 엔지니어링 회사, 건설회사, 에너지 서비스 회사와 
협력을 통해 에너지 및 물 사용 절감을 달성하고, 현지 청정
에너지 개발에 동참하게 된다. 프로젝트 및 자금조달 비용은 
참여자들에게 보장된 절감액을 통해 전면 충당되며, 절감액
의 모니터링 및 검증은 프로젝트 계획 및 비용에 포함된다.8 
두 프로그램 모두 자본 집약적인 개보수 사업이나 자본회수
기간이 짧은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9 

그 외 SEO프로그램으로는 워싱턴 DC SEU(델라웨어 SEU에 
이어 설립된 두 번째 SEU 모델)10, 캠브리지 에너지 얼라이언
스(Cambridge Energy Alliance), 그레이터 신시내티 에너지 
얼라이언스(Greater Cincinnati Energy Alliance), 뉴저지 클린
에너지 프로그램(New Jersey Clean Energy Program) 등이 
있다(표1 참조)e. 워싱턴 DC SEU는 2008년 청정에너지법 
(Clean and Affordable Energy Act of 2008)의 일부로 워싱
턴 DC 시의회(District of Columbia City Council)에 의해 설
립됐으며, 3년 후인 2011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11 워싱턴 
DC SEU프로그램은 지역 내 주민들, 사업체, 기관들이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량
을 절감하고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델라
웨어 SEU모델과 같이, 워싱턴 DC SEU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영향력을 발휘해왔다.12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주의  캠브리지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도시 내 건물과 주거환
경을 보다 효율적이고 스마트하게 개선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원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설
립됐다. 오하이오(Ohio)주의 그레이터 신시내티 에너지 얼라
이언스는 주택 소유자, 비영리기관, 상업용 건물주들에게 에
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파이낸싱 방안을 제안한
다. 뉴저지 클린에너지 프로그램 역시 참여자들로 하여금 환
경에의 영향을 줄이고 에너지 사용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c. 현, 코네티컷 그린뱅크(Connecticut Green Bank).  
d. PennSEF 이니셔티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http://freefutures.org/pennsef/에서 열람 가능하다. 
e. 표1은 본 정책 브리핑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CEEP의 2014년도 보고서 (주석b 참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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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지속가능에너지기구들은 다음과 같은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다.  
· 전력 사용자가 비용효과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

에너지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돕는다. 
· 에너지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에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

생에너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서비스 분야에 민간기

업의 투자가 용이하도록 한다.  
· 지역 경제를 강화하고 에너지 비용을 줄인다. 
· 환경을 보호한다.13, 14 
 

지속가능에너지기구(SEO)의 다양성  
SEO에 관한 CEEP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SEO 구도에는 
폭넓은 다양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동 연구는 행정 모
델, 자금조달 방식, 프로그램의 혜택, 구조적 거버넌스 방식
에서 발견되는 SEO 모델 간의 차이점을 평가하였다. 이번 정
책 브리핑은 CEEP 연구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요
약하고, 최근 설립된 SEO인 펜실베이니아주의 “PennSEF”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K의 행정 모델 
SEO가 다양한 정책적 조건 및 환경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행
정 모델 선택의 유연성이 중요하다. 표1(4번째 열)은 SEO에
서 채택되는 행정 모델의 다양성을 보여준다.f 
 
캠브리지 에너지 얼라이언스나 소노마 카운티의 지속가능에
너지 프로그램(Sonoma County Sustainable Energy Pro-
grams)과 같은 SEO 기구들은 에이전시 모델(Agency Model)
을 채택했다. 에이전시 모델이란,  SEO가  주정부 및 지역 정
부의 한 기관으로서 정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모델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에피션시 버몬트의 경우 포트폴리오 모
델(Portfolio Model)을 채택했는데, 이 모델은 SEO의 기능과 
책임을 감시하기 위해 제3자 기관을 계약고용하는 모델이다. 
정부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SEO의 직원이 되는 에이전시 모

델과는 달리, 제3자 기관은 단일 혹은 여러 민간 기관을 포함
시킬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델라웨어 SEU는 초기에는 포트폴리오 모델을  도입했으나, 
이후 독립적 비영리기관 모델(Independent Non-Profit Or-
ganization Model)로 변경했다. 이 모델은 그레이터 신시내
티 에너지 얼라이언스, 오리건 에너지 트러스트, 코네티컷 청
정에너지 파이낸스 및 투자기관 (CEFIA), PennSEF에서 활용
되고 있다. 이 모델의 특징인 ‘자립성’은 정부 산하기관에 일
반적으로 적용되는 조달 방침 규정이나 정책과 같은 제한적
인 구조에서 벗어나 SEO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모델을 
활용한 SEO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대상 커뮤
니티에 책임있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SEO는 독립적인 사업체와 일부 혹은 전반적인 시행과 관련
된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이는 더 큰 규모의 행정 모델을 
채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본조달 출처 

이전 정책 브리핑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SEO 운영을 위한 
자본조달 출처 및 방식에는 자선기부, 에너지 전력요금 부과
금, 자본 시장, 주정부나 지역정부의 재원 활용 등 다양한 방
식이 있다. (표1의 5번째 열 참조).   
예를 들어, 에피션시 버몬트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자금조
달 방식으로 운영된다. 우선 에피션시 버몬트는  전력 사용
자들이 지불하는 에너지 효율 부과세(energy efficiency 
charge)를 활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에너지 효율 사업을 추진
한다. 또한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이하 RGGI)g를 통해 펀드를 받거나, 지역의 미
래 발전용량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선물시장(Forward Capac-
ity Market)에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절감량을 판매하여 
자본을 마련한다. 또한 에피션시 버몬트는 주택 소유자들이 
다양한 인센티브와 리베이트를 신청하도록 돕고, 자산평가 
청정에너지(Property Assessed Clean Energy 이하, PACE) 파
이낸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격 획득을 지원한다.15 

f. SEO에서 활용되는 행정 모델의 범주화는 각 모델의 운영방식 검토 및 해당 분야의 주요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각 
모델의 명칭은 산업 및 정책 부문에서 통용되는 용어 및 정의, 의미를 토대로 신중하게 결정됐다. 

g. 지역온실가스 이니셔티브(RGGI)는 미국 북동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시장 기반의 이산화탄소 배출거리제도로, 코네티컷
(Connecticut), 델라웨어(Delaware), 메인(Maine), 메릴랜드(Maryland), 메사추세츠(Massachusetts), 뉴 햄프셔(New Hampshire), 
뉴욕(New York), 로드 아일랜드(Rhode Island), 버몬트(Vermont) 주가 참여하고 있다. RGGI는 지역별 전력 부문의 이산화탄소 배
출 허용량을 결정하고, 배출권 할당량은 주정부가 시행하는 경매를 통해 거래된다. 경매 수익금은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및 소비자 혜택 프로그램 등에 투자된다. 



 

 

FREE 재단 정책 브리핑 시리즈 (2015년 9월, 제 3 호)                                      4 
CEEP 연구보고서의 중요한 결론 중 하나는 새로운 SEO 기구
들은 더 다양한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이다. 예를 들어 뉴저지의 클린에너지 프로그램과 오리건의 
에너지 트러스트의 경우h, 소비자 전기요금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자본조달 출처를 다양화하고 있다. 특히 델라
웨어 SEU에 의해 개발된 금융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새로
운 파이낸싱 방식 중 하나이며, 그 후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
운티의 지속가능에너지 프로그램, 코네티컷의 그린뱅크
(Green Bank), 펜실베이니아의 PennSEF에 적용됐다. 
마찬가지로, SEO의 자금 흐름 운영에도 다양한 방식이 있다
(표1의 6번째 열 참조). 예를 들면 SEO는 자본을 활용하여 재
생에너지 개발이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대상으로 리베
이트를 제공하거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수 있다.  
이전 정책 브리핑에서 다루었던 바와 같이, 델라웨어 SEU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사업에 민간 자본시장을 최초로 활용했
으며, 그러한 자금 운영 방식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보수 사
업을 실행할 수 있었다. 또한, 델라웨어 SEU는 미 전역에 큰  
타격을 준 가변적 경제상황에 대응해 태양광에너지증서
(Solar Renewable Energy Credits, 이하 SREC)의 장기계약 매
매가 가능한 단일시장을 구축했다.  
 

SEO 프로그램의 종류 
SEO는 설립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다. 예를 들면, 다양한 소득 혹은 소비자 계층을 고려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기간도 다양하게 운영하며,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프로그램의 다
양성은 표1(7번째 열)에 요약되어 있다.    
프로그램 간의 주요 차이점은 LED 전구와 같은 에너지 절약
형 제품을 보급하는 프로그램과 인프라 규모의 투자를 촉진
하는 프로그램에 있다. 인프라 규모 투자의 예시로는 분산형 
지역사회 태양발전(community solar), 제로에너지 도시(net-
zero city), 다양한 방안을 활용한 신건축공정(multi-measure, 
multi-building commissioning) 등이 있으며, 이러한 인프라 
규모의 프로그램은 델라웨어와 코네티컷를 중심으로 발전되
고 있다.  
 

SEO 프로그램의 효과 
SEO 프로그램은 다양한 이익을 창출한다. 예를 들면,  SEO 프로그
램들의 연간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환경적 효과가 소
개되어 있다.  
· 에피션시 버몬트: 2013년에 6,200만 달러의 경제적 순이

익을 달성했으며16 소비자들은 88,000 MWh의 전력과 
110,000 MMBtu의 열에너지를 절약했다. 또한 버몬트 
주 전력수요의13.1%가 추가적인 전력생산이 아닌 에너
지효율 개선을 통해 충족됐다.  

· 오리건 에너지 트러스트: 2002년부터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에너지 요금을 17억 달러 이상 절감했으며,17 2013년 한 해에
만 3억 9백만 달러의 에너지 요금을 절감했다. 또한 2013년
에 약 1,100여개의 정규직을 창출했으며, 1억 7천 5백만 달러
가 넘는 지역 경제효과를 가져왔다.   

· 코네티컷CEFIA: CEFIA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에 
투자된 2억 2천만 달러를 통해 27 MW 규모의 청정에너
지를 보급했고 1,200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50,000톤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을 방지했다.18 

· 워싱턴 DC SEU: 2013년에 비효율적인 전구를 CFL와 
LED로 교체하여 약 150만 달러의 에너지 절약을 달성했
다. 또한 총 50,000 MWh의 전력과 53,000 Mcf의 천연
가스 사용을 절감했으며, 이를 통해 45,000톤의 이산화
탄소 배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누렸다.19  

· 델라웨어 SEU: 에너지 절감량에 관한 상세내용은 두 번째 정
책 브리핑에 소개되어 있다. 90만 명 정도의 참여 규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프로그램, 리베이트 및 대출 프로그램, 공
공 및 민간 부문 투자를 위한 채권 프로그램 등에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청정에너지 투자를 달성했다.� 

 
SEU 의 차별화된 특징 

행정, 운영, 파이낸싱,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시도는 보
다 발전된 현재의 SEO 구조를 가능하게 했다. 특히 SEU 모델
의 혁신성은 이러한 SEO의 진화에 크게 기여했다. 예를 들
어, 현재 코네티컷과 펜실베이니아 재무부의 경우 델라웨어 
SEU가 개발한 혁신적인 파이낸싱 전략을 도입하였으며, 여
타 기관들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금조달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h. 오리건 에너지 트러스트 프로그램은1999년에 제정된 에너지 개혁법에 근거하여 전력 소비자가 납부하는 공공 목적의 부과금(전
력사용 요금의 3%)으로 자본을 조달한다. 천연가스 소비자들이 납부한 가스요금의 일부도 에너지 트러스트 에너지 효율 개선 프
로그램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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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싱: SEU모델은 에너지 사용 절감분을 자본화하는 

실용적인 전략을 선보였다.  
· 자립성: 델라웨어 SEU는 비정부기관이며, 지역 내 어떠

한 전력회사와도 연관되어 있지 않다. 
· 프로그램 개발: SEU는 파이낸싱 전략과 다양한 조직적 

요소의 혁신적인 결합 가능성을 보여줬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정책 브리핑에서 소개한 SREC 파이낸싱 전략은 급
변하는 SREC 가격에 영향은 받은 뉴저지 주와 같은 경우
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커뮤니티 유틸리티: SEU는 자립적으로 운영되지만, 서비
스 대상지역에 대해서 책임을 갖는다. 또한 정책지도자, 
사업체, 농가, 계약업체, 주민 등의 광범위한 이해당사자
들과의 밀접한 협력 하에 운영된다. 

향후 SEO 구조가 더욱 진화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추가적인 SEU의 도입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지역사회들이 
어떻게 각각의 상황에 맞는 SEU 형식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립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FREE 재단
의 교육 및 상담 서비스(Education and Advisory Service)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커뮤니티와 일하고 있으며, SEU 모
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기존의 SEU 모델 도입 사례(델
라웨어 SEU, 워싱턴 DC SEU,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개발 
기관(California Statewide Communities Development Au-
thority), PennSEF)를 바탕으로 SEU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
항을 정리한 것이다. 

SEU의 설립 과정 
SEU 전략의 핵심은 우리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민
주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참여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SEU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지역사회
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여기에는 지역주민, 사업체, 기관, 
잠재적 투자자, 공무원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정식 SEU 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설립될 수 있다. 
1. 에피션시 버몬트나 델라웨어 SEU의 사례 같이 통과된 

법안을 바탕으로 설립  
2. 소노마 카운티 수도관리국의 에피션시 파이낸스 프로그

램 사례와 같이 기존 프로그램의 후원 하에 설립 
3. FREE 재단과 펜실베이니아 재무부의 협력 하에 운영되

고 있는 PennSEF의 사례와 같이 비영리기관에 의해 운
영되는 독립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설립 

 

SEU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자원 절약 및 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원스탑(one-stop

-destination) 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립  
à SEU는 체계적인 하나의 시스템 하에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개발, 비용부담이 적은 에너지 서
비스를 제공한다. SEU는 최종 소비자를 대표해 운영되는 
기관으로 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 적임 계약업체 고
용, 자금조달 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통합된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실제 수요에 맞는 에너지 공급 및 최종소비자를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à SEU는 특정 기술을 선호하기 보다는 최종사용자의 니즈

에 초점을 맞추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함
으로써 유연성을 갖는다. 따라서 SEU는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체부터 저소득층 가정까지 다양한 참여대상에게 효
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유연한 인센티브 및 자본조달 방식 개발 
à SEU는 서비스 제공 면에서 뿐만 아니라 자본조달에 있

어서도 리베이트, 저금리 대출, 에너지 절감량에 기반한 
상환 등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유연성을 갖는다. 또
한 특정 소비자들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서비스에 필요한 
추가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모
든 소비자층이 에너지 효율 개선의 혜택을 부담 없는 비
용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유연한 운영 방식을 
통해 최종소비자의 특정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그
에 맞는 맞춤형 파이낸싱 방식 제공한다.   

 

à SEU의 두 가지 기본적인 재정 관련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연한 파이낸싱 방식을 통해 최종소비자가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효율 프로젝트에 투자한 초기비용
을 회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둘째, 프로젝트를 통해 창
출되는 경제적 가치가 해당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
역 내 업체와의 거래 및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장비의 
지역 내 생산을 강조하며, 원거리에 위치한 중앙집중형 
에너지원 보다는 지역 근방에서 생산할 수 있는 분산형 
전력을 선호한다. 이처럼 SEU는 기존의 전력 서비스와 
정책을 대체할 수 있는 총체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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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구성 
SEU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해당 커뮤니티의 특정 
니즈와 수용능력에 따라 설계된다. 따라서 해당 지역 방문 
및 평가는 SEU가 수행해야 하는 첫번째 과정이다. 다음은 델
라웨어 SEU 형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명확히 

파악한다. 
· 참여자가 잘 인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시작 및 종료 

일시, 인센티브나 리베이트 대상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등을 알리는 
공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 실제 프로그램 참여자의 에너지 절감량이나 그로 인해 
저감된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의 종료가 가까워질 시기에는 프로그램에 관심
이 있는 잠재적 참여자들에게 재차 정보를 제공한다. 

· 프로그램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하고 정리한다.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대량 구매 
· LED 가로등과 같이 각 에너지 절약형 제품의 에너지 절

감효과와 교체 및 유지비용 절감효과를 파악한다.20 
· 잠재적 참여자들에게 제품의 장점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

한다. 
· 모든 참여자를 대신하여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

posal)를 구상한다.  
· 대량 구매에 적용되는 할인가격을 파악한다. 
· 구매의 적합성과 품질 보장을 위해 지역 내 기술전문가

의 의견을 묻는다. 
· 오래된 제품의 재활용 방안을 계획한다. 
 
지속가능에너지 프로그램 자금조달을 위한 비과세 채권21 
· 잠재적 참여자들이 SEU 모델의 자금조달 방식, 지속가능

에너지 프로젝트 종류, 완료된 프로젝트의 결과 등을 이
해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참여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구속
력이 없는 참여서(Letter of Interest, 이하 LOI)에 동의하
도록 한다.  

· LOI는 사전에 자격이 검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Energy Services Companies, 이하 ESCO)과 공유된다. 

· 프로그램 참여자와 ESCO가 만나 에너지 사용 데이터 및 요
금, 대상 시설 및 설비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다. 

· 참여자들이 ESCO를 선택하면, ESCO는 계약 체결 전 무
료평가를 제공하고 공식제안서를 작성한다. 그 후 참여
자들과 ESCO는 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계약서에 포
함될 사항을 논의한다.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투자등급평가동의안을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에너지 절
감 방안을 선택한다.   

· ESCO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에너지 절감량을 달성을 
위해 투자등급평가용 에너지진단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를 검토하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안을 참여자들과 함께 
논의한다.  

· 만약 양측이 계약을 원한다면, 최종계약서 내용(보장절
감액 협정, 분할금 혹은 임대 관련 협정, 프로그램 협정)
을 협의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이와 동시에, 채권의 등급이 매겨지며 채권 발행 절차가 
진행된다.  

· 앞서 결정한 에너지 절감 방안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공사를 실시한다. 

· 보장절감량이 확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가 완료
될 때까지 제3자 기관에 의한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 참가자들은 예정대로 그들의 에너지 사용 절감액으로 프
로젝트에 비용을 지불한다.� 

 
요약 및 결론 

SEO 구도는 꾸준히 변화하며 성장하고 있다. SEU 모델 역시 
첫 도입 이래 상당한 진화를 거쳤고, SEU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대상 및 조건을 모색해왔다. 특히 캘리포니아 
소노마 카운티의 SEU와 같이 새로운 SEU 모델은 재생에너지
나 지속가능한 에너지 의무할당제 이 외에도 자원이나 물 사
용 절약 등에 SEU 모델을 활용함으로써 SEU의 가능성을 넓
혀가고 있다. SEU 모델 도입을 위한 국내외적 노력은 SEU의 
발전 및 다양한 제도적 구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
를 통해 그 적용범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정책 브리핑 제 4 호에서는 지금까지 살펴본 SEU 모델이 국제
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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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구 운영 규모  

2. 기구명 
3. 운영       

시작년도 

4. 행정 모델 
5. 지속가능에너지기구 파이낸싱 방식  

6. 프로그램 파이낸싱   
7. 운영 프로그램 

에이전시 모델 

포트폴리오 모델 

독립적 비영리 모델  

자선기금 
RGGI 

에너지 전력요금 부과금  

자본시장 
2009 ARRA 

연방정부 보조금  

선물전력용량시장 

지역정부 재정 

리베이트 

저금리 대출 

저금리 파이낸싱  
PACE† 
RECs†† 

 제품 배급 

에너지 진단 

주택에너지 효율화 

교육 

현지 재생에너지 생산 
약을 위한 개보수 사업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절 

고효율 주택 건설  

도시 
캠브리지 에너지 
얼라이언스 

2007 
x 

  
  

x 
x 

  
  

  
x 

x 
x 

x 
x 

x 
  

  
  

x 
x 

x 
  

x 
  

워싱턴 DC  SEU 
2011 

  
x 

  
x 

  
x 

  
  

x 
  

  
x 

x 
x 

  
  

x 
x 

x 
  

x 
  

  

카운티/              
지방(Regional) 

그레이터 신시내
티 에너지 얼라이
언스  

2009 
  

  
x 

x 
  

  
x 

  
x 

  
  

x 
x 

  
  

  
  

x 
x 

x 
  

x 
  

소노마 카운티지
속가능에너지 프
로그램  

2009/2012 
x 

  
  

  
  

  
x 

x 
x 

  
x 

x 
x 

x 
x 

  
  

x 
x 

x 
  

x 
  

주 (State) 

에피션시 버몬트  
2000 

  
x 

  
  

x 
x 

  
  

x 
x 

  
x 

x 
  

x 
  

x 
x 

x 
x 

  
x 

x 
오리건 에너지 트
러스트  

2002 
  

  
x 

  
  

x 
  

  
  

  
  

  
  

  
  

x 
  

x 
x 

  
x 

x 
x 

뉴저지 클린에너
지 프로그램  

2007 
  

x 
  

  
  

x 
  

  
  

  
  

x 
  

x 
  

x 
  

x 
  

x 
x 

x 
x 

코네티컷 청정에
너지 및 금융투자
당국 

2011 
  

  
x* 

x 
  

x 
x 

x 
x 

  
  

††† x 
x 

x 
x 

  
x 

  
  

x 
  

  
델라웨어  SEU  

2007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x 

FREE 재단-펜실베
이니아 재무부 협
력 프로그램  

2014 
  

  
x*** 

x 
  

  
x 

  
  

  
  

  
x 

x 
  

  
  

x 
  

x 
x 

x 
  

표1: 지속가능에너지기구의 다양성ơ 

Ơ: CEEP 의 “지속가능에너지 기구: 미국 내 주요 지속가능에너지기구의 행정 및 비지니스 
모델, 거버넌스 방식의 비교연구 (Sustainable Energy Organizations: A Comparative 
Study of Administration, Business Models and Governance Approaches Among Leading 
U.S. SEOs)” 보고서에 실린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함.     
* CEFIA는 준 공공기관이나 CEEP보고서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운영됨.    
** 초기 델라웨어SEU 모델은 포트폴리오 매니저 모델을 적용함.  
*** PennSEF는 펜실베이니아 서부지역 지속가능에너지 기금 (West Penn Power Sustaina-
ble Energy Fund)의 지원으로 설립됐으며, FREE 재단과 펜실이베니아 재무부의 협력 하에 
운영되고 있다. FREE 재단 및 재무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지 않지만, 프로그램 운영

을 조언하고 PennSEF 자문위원회의 고문 역할을 하고 있음. 자문위원회는 지속가능에너
지 분야의 공공 및 민간부문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음.     
† 자산평가 청정에너지 파이낸싱. 델라웨어는 아직 PACE법을 통과시키지는 않았으나, 델
라웨어 SEU는 PACE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기회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는 혁신적인 자본조
달 프로그램을 개발함. PACE와 델라웨어 SEU 모두 비과세 채권 발행으로 자본을 조달함.  
†† REC= 신재생에너지증서(Renewable Energy Credit) 시장에 참여함. 
††† 코네티컷은 리베이트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있는 추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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