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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이에스에스(ESS)발전사업자
전력 직거래 실증 착수
- 전력판매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 기반으로 전력시장 체계 변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월 14일(수),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규제자유특구에서 국내 최초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이에스에스(ESS))발전사업자의 전력 직거래 실증을 위한 전력
통전식을 개최했다.
<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실증을 위한
전력통전식 개요 >
◼ 일시 : '22. 9.14(수) 10:30~11:40
◼ 장소 : 한국전자기술연구원 광주지역본부 내 이에스에스(ESS)발전 실증현장
* 광주 북구 첨단과기로 226,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참석 :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단장,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장, 한국전자
기술연구원, 광주테크노파크, 특구사업자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이에스에스(ESS)발전사업자 전력 직거래를 위한 통전식, 특구 현장 점검 등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특구는 기존 도심형 태양광에서
발생하는 전력 대부분을 한국전력을 통해 소비자에게 거래되는 방식에서,
대용량 전기저장장치(이에스에스(ESS))를 구축한 발전사업자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대용량 전기저장장치(이에스에스(ESS)) 발전사업자의 지위와 전력 직거래
등에 대한 특례를 받아 2020년 11월에 지정되었다.

전력통전식 이후, 이에스에스(ESS)발전사업자는 전력직거래를 위한 운영기술
및 전력거래 시스템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실증을 추진한다.

광주 그린에너지 이에스에스(ESS)발전 특구 전력 거래 추진체계도

이번 전력 직거래 실증 결과를 통해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의 분산
자원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분산 자원 중개 시장’
사업화 모형(모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 소규모 신재생 에너지 사업자수 : 78,301개사 (‘20년신재생에너지산업통계,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이에 따라, 분산자원 중개사업자 제도 활성화, 태양광 및 전기저장장치
(이에스에스(ESS)) 등 분산자원 확산과 특히, 전력 판매시장의 경쟁 확대를
통해 시장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체계 확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권혜린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이번 실증 결과가 전력
거래 분야의 규제해소와 분산에너지 산업분야에 신성장 동력이 되길 기대
하고 있으며, 참여기업들의 성장을 위한 사업화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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