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PCO 에너지솔루션과 상변화식 PCM 에어 드라이어가 함께 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 안내

초기 설비 투자비 부담 없이 매월 절감되는

전력 비용으로 저효율 일반 드라이어를

최고 99% 에너지 세이빙을 실현하는

상변화식 PCM 드라이어로 교체하세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에너지 사용자를 대신하여 KEPCO ES가 

에너지 세이빙 솔루션 및 비용을 제공하고 KEPCO ES, 에너지 

사용자, SPX FLOW Korea 간의 3자 계약을 통해 절감된 전력 

비용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 사용자는 초기에 부담하는 설비 투자비 없이 저효율 일반 

드라이어를 최고 99%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는 상변화식 에어 

드라이어 PCM SERIES로 바꿀 수 

있는 최고(절호)의 기회입니다.

산업체의 에너지 설비와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는 

에너지 소비자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초기투자비용의 부담 없이 역량 있는 

전문가그룹의 체계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시행착오의 위험 없이 

고효율 에너지 사용환경을 조성합니다.

❶ 보증 절감량 > 실측 절감량 : 에너지 사용자에 차액을 현금으로 보전

❷ 보증 절감량 < 실측 절감량 : 에너지 사용자의 합의 결과에 따라 차액을 배분

     보증 절감량 = 실측 절감량 : 사후관리 절차 진행 후 사업종료

I PCM 드라이어 교체 예시

적용 모델  PCM 800 x 3sets
  (600마력 Air Compressor용)

사업비  38,061,000원 (VAT별도)

월 상환금액 1,207,440원 (VAT별도)

사업비 회수 기간 (ROI) 2.7년 

에너지 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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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성과공유 방법

설치 후
[CASE A]

설치 후
[CASE B]

에너지 절감액

에너지 절감액

에너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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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비용

사용자 이익

에너지 절감액

사업 전

성과보증 ❶

❷

에너지 비용

에너지 비용

연간 에너지 사용량 (kW) 연간 에너지 사용 비용 (원)

현재 138,240 16,588,800

PCM 교체 후 20,750 2,490,000

절감 효과 117,490 14,098,800

목표 성과 85% 에너지 세이빙

※ 목표 성과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성과보증은 목표성과의 8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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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상담 051-726-5015

(120원/kWh)

본 카탈로그의 사양은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사전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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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X FLOW Korea는 31년의 역사와 고유의 노하우 및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압축공기 제습 청정 장치 전문 브랜드로 냉동식 

에어 드라이어, 흡착식 에어 드라이어, 에어 필터, 대형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외로 공급하는 

대한민국 대표 에어 드라이어 브랜드입니다. 

압축공기 부하와 관계없이 냉동 컴프레서가 항상 가동되는 일반 

냉동식 드라이어와 달리 PCM 드라이어는 상변화 물질이 얼고 녹을 

때의 잠열에 의한 축냉 효과를 이용, 압축공기 부하와 연동하여 

꼭 필요할 때만 냉동 컴프레서를 운전함으로써 에어 드라이어의 

놀라운 에너지 절감 효율을 실현합니다.  

절감된 전력 비용으로

에너지 세이빙 드라이어를

무상으로 교체하세요!

한국전력 에너지솔루션 (KEPCO ES)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일반 드라이어를 

상변화식 에어 드라이어 PCM SERIES로-

PCM
드라이어란?

I 전력 절감 효과

기존 설비

제안 설비

85% 일반 냉동식 드라이어

PCM 드라이어

2,490,000 ￦

연간 사용 전력량 20,750 kW

연간 전력 비용

16,588,800 ￦

연간 사용 전력량 138,240 kW

연간 전력 비용

I 계약 구조 [다자간 계약 / 성과 보증 및 공유]

SPX FLOW

한국전력 에너지솔루션
(KEPCO ES)

에너지 사용자

에너지 절감액 보증

설비 공급 / 설치

성과 확인

투자비 상환 (에너지 절감액)

사업 타당성 검토 및 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