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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콘트롤즈는 매년 EEI 서베이를 진행해 시설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투자 현황 및 계획, 주요 
동인, 장애 요소 등을 조사한다. 2007년에 첫 번째 
서베이를 시작한 이후 약 26,000개에 달하는 에너지 
및 시설관리 담당자들이 조사에 참여했다. 2018
년에는 20개국에서 1,900명 이상의 응답자가 조사에 
참여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한국에서는 100여 명의 담당자가 조사에 참여했다.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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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Energy focused 

behavioral programs)

2. 보안 시스템과 기타 다른 

빌딩 기술 시스템과의 통합

3. 냉난방공조(HVAC)

4. 빌딩 제어

5. 빌딩 시스템 통합

6. 소방/안전 시스템 통합

7. 빌딩 운영 센터 중앙화

8. 소방/안전 개선

지난 12개월

에너지 효율 관련 
의사결정의
주요 동인

1. 에너지 비용 절약
2. 인재 유치 및 유지
3. 온실가스 배출 감소
4. 에너지 보안 향상
5. 기업 브랜드 평판 개선

1. 에너지 비용 절약
2. 온실가스 배출 감소
3. 에너지 보안 향상
4. 기업 브랜드 평판 개선
5. 인재 유치 및 유지

25%  프로젝트를 평가 및 실행할
        기술 전문가 부재
22%  개선을 위한 투자 부족 
19%  절감 효과 및 성능에 대한 불확실함   

투자 장애 요소

28%  프로젝트를 평가 및 실행할
        기술 전문가 부재
22%  개선을 위한 투자 부족
18%  절감 효과 및 성능에 대한 불확실함  

에너지 효율과
스마트 빌딩 기술에
대한 관심 및 투자

에너지 효율성 개선을 위한 투자 순위

향후 12개월

냉난방공조 시설(HVAC)

빌딩제어

에너지 효율적 사용을 위한 사용자 교육

에너지 수요 대응 관리

빌딩 시스템 통합

소방/안전 시스템 개선

전기 에너지 스토리지

보안 시스템 통합

의 조직이 투자를 늘릴 계획으로, 
지난해 응답률 58% 보다 상향됨

59%

한국 글로벌

73%

61%

34%

의 조직에서 다음 해에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증대를 위한 투자를 
늘릴 계획

의 조직에서 이전보다 에너지 효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가 투자 수준을 유지할 계획



2018 한국 조사 대상 

조사 결과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johnsoncontrols.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 Johnson Controls. All Rights Reserved.

2018 EEI 서베이 한국 관련 자료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응답자는 조직에서 시설 
관련 예산에 대한 권한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 방안을 
제안 또는 승락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했다. 조사는 외부 
리서치 파트너를 통해 익명으로 진행됐다. 2018년 한국 
부문 조사에는 기관, 상업, 산업 조직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직함은 C레벨 임원부터 VP, 디렉터, 매니저까지 다양하다.

한국 글로벌

 ■ 향후 12개월의 투자 계획을 물었을 때, 한국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빌딩 시스템 통합 부문을 꼽았다. 

 
 ■ 사이버 보안, 시스템 통합, 사물인터넷(IoT)이 향후 5년간 스마트 빌딩 도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기술 

트렌드이자 이슈로 선택됐다.

친환경
빌딩 임대

추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친환경 빌딩 인증을 받은 건물을 

임대할 의향이 있음
53% 51%

그리드 작동 48% 50%
향후 10년 이내에 그리드로 

작동하는 설비를 갖추고자 함
(5점 척도 기준 4, 5 응답자)

순수제로
(NET ZERO)
에너지/탄소

44% 50%

향후 10년 이내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설비를 순수제로에 

가깝거나 또는 순수제로 에너지/
탄소 시설 상태로 갖추고자 함
(5점 척도 기준 4, 5 응답자)

친환경 빌딩 인증

친환경 빌딩 인증을 이미 획득함7%  14% 

 43% 계획 중  44% 

복구력

미래 에너지와 빌딩 인프라 투자를 
고려할 때 복구력은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중요한 요소임
(5점 척도 기준 4, 5 응답자)

70% 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