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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전력의 에너지신사업 추진 배경 및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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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8대 에너지신산업 집중 육성 

- DR, ESS, MG, EV, 태양광대여 등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 마중물 역할 

기후변화 대응 탄소규제 심화 

신재생, 전기차 등 분산전원 확대 

대규모 전력공급 한계(밀양갈등 등) 

미래 유망분야 전략적 투자 추진 

다양한 고객 서비스 Needs 충족  

신기술 선도로 글로벌 경쟁력 확보 

에너지신산업 정책 부응 전력산업 환경변화 대응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추진 방향 

• F/R용 ESS, SG스테이션 등 실증성과를 활용한 BM 구현 및 확대 → 국내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 마이크로그리드, EV충전 등 신사업 적극 추진 → 정부의 핵심과제인 에너지신산업 창출 선도 

주파수조정(F/R)용 ESS 스마트그리드 스테이션 마이크로그리드 EV 충전 인프라 에너지밸리 SG인프라 구축 

한국전력의 주요 사업 

New 비전 



2. 한국전력의 주요 사업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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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조정(F/R) 용 ESS 사업 

F/R용 ESS 사업 : 전력망에 ESS를 설치하여 석탄화력발전기 주파수조정 기능 일부 대체 

한전, 주파수조정(F/R)용 ESS 500MW 구축사업 추진  

• 국내 7개사 대규모 ESS Track Record 확보 

 

 

 

→ F/R용 ESS 기술력 및 대량생산을 통한 경쟁력 확보 
 

• 한전사업 참여사 해외 ESS 프로젝트 적극 도전 및 수주 

 

 

 

 

 

 

구 분 
서안성변전소 신용인변전소 

16MW 12MW 16MW 8MW 

PCS LS산전 우진산전 EN 테크 LG CNS 

배터리 코 캄 LG화학 삼성SDI 삼성SDI 

• ’14년 F/R ESS 시범사업 52MW 구축 성공적 완료 [세계최대규모] 

 - ’15년 상반기 시운전 및 시장규칙 개정 → ’15.7월 상업운전 예정 

 

 

 

 

 

• 4년간(’14~’17) 총 6,250억 투자, ESS 500MW 구축 
 

 

 ※ ESS 시장 조기 활성화 위해 ’15년 사업규모 확대(50MW→200MW) 

[신용인 변전소 24MW] [서안성 변전소 28MW] 

회사명 추진내용 비 고 

LG화학 미국 PJM 전력회사 20MW F/R사업  사업수주(‘14.12) 

코 캄 독일 4MW F/R 사업 제안서 제출 

한전사업 수주후 

사업협의 추진 中 

LS산전, 우진산전 미국 NYISO, PJM 등과 F/R사업 협의 중  

LG CNS 미국 서부 10MW F/R사업 제안서 제출 

삼성 SDI 북미, 유럽, 필리핀 전력사와 사업협의 중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합계 

용량(MW) 52 200 124 124 500 

종  전 개  선 

• 주파수조정 위해 석탄화력발전기 5% 감발 운전 

   - LNG 등 고원가발전기 추가 발전 필요 

• 화력발전기 기회비용 및 LNG 등 추가 발전비용 지급 

• 화력발전 효율↑, 고원가발전기 가동↓, 발전소 건설 회피 

• ESS 500MW 설치시 전력구입비 3,200억원/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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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그리드 사업 

 

 

 

 

 

 

• 온타리오州 Penetanguishene 지역 Micro Grid 실증 프로젝트 착공 

  - 프로젝트예산 : $420만(CAD),  프로젝트기간 : ’15.3∼’17.2 (24개월) 

• 현지 SCADA 제어센터 교체시 KEPCO 제품 우선협상권 부여 합의 

  - 약 $1,000만(CAD) 규모 추가 수출 예정(’15. 7월) 

• 향후 수요반응, 가상발전소, 시장운영 등 추가 기술 실증 및 비즈모델 개발 합의 

운 

영 

효 

과 

• 발전연료 : 8개월 평균 84%, 최대 92%(’15.2월) 절감 • 주파수유지율 : 57%(디젤) → 100%(MG) 

가사도 독립형 MG 구축 → MG 운영시스템 개발 및 한전 실선로에서 효과 검증 (’14.10~’15.5, 8개월)  

 캐나다 Power Stream사에 공동투자방식 마이크로그리드 기술 수출 (’14.10) 

진도군 가사도 MG 

ESS 3MWh 

풍력 100kW×4 태양광 314kW 

EMS 자동운전 

[ 한전-Power Stream MOU, MOA 체결]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구축 추진 

 [1단계,~’17] 풍력 8MW, 태양광 1MW, ESS 21MWh 구축 (신재생 30%)  

 [2단계,~’20] 지열 4MW, 연료전지 23MW 추가 적용 (디젤 Zero화)  

정부 주도로 산학연전문가 TF 운영, 단계별 에너지Mix(안) 도출(’14) 

• SPC 참여기관 : 한국전력, 경상북도, 울릉군 

                      LG CNS, 도화 Eng, 넥스지오 

민관 공동참여 SPC 설립(’15.7), 1단계 착공(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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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스테이션, EV충전인프라  

S 
G 
스 
테 
이 
션 

E 
V 
충 
전 
인 
프 
라 

SG 기반 최적 사옥에너지관리 시스템 BM 개발 → 2년간 전국 104개소 확대구축 

민간참여 전기차 충전 SPC 설립 추진(’15.6) : ’18년까지 4년간 200억 투자, 충전기 3,660기 구축 

•  전기차 유료충전서비스 사업 MOU(’15.3) : 산업부, 제주도, 한전, KT, 현대차, KDB자산운용, 비긴스, 제주SG협동조합  

EV충전 Star-Network  구축 (’15.10, 168대) ※ 전국 어디서나 한전에 가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혁신도시(급속 2, 완속 8) → 에너지밸리(급속 10, 완속 20) → 전국사업소(급속 23, 완속 105)  

실증기술확보('09~'13) 최적 BM 도출('13) 확대구축('14~'15) 본격 확산('15~) 

∙제주 SG실증사업 
∙가파도MG/조천ESS 

∙제1호 SG스테이션    
 시범사업(구리남양주) 

∙ '14년 29개 사옥 
∙ '15년 75개 사옥 

∙ 기업형 SG스테이션  
∙ 해외형 스마트 시티 

• 제주 SG실증사업 결과 분석 후 9개 핵심 구성요소 선정 → 중소기업 중심 참여  

 - ’14년 39개 기업 사업참여 → 지역별 중소기업 SG 노하우 확보로 전국 스마트그리드 확산기반 조성 

 SG스테이션, 배전센터 연계 홍보 코스 개발 (’14년 국내 1,100명, 해외 25개국 270명 방문) 

• 두바이 스마트시티 사업, 미 해군 마이크로그리드 사업 등 국내 스마트그리드 기술 해외진출 기회 창출 

구   분 공공기관 대상 제주도 지역대상 

사업대상 전기차 의무구매대상 공공 기관 전기차 구매고객 및 사업자 

보급수량/사업비 610기 / 40억원 3,050기 / 160억원 

전기차 V2G(Vehicle to Grid) 기술 실증 (’14.12~’15.12) 

•  실증장소 : 광주과학기술원(5대), 서울대학교(5대) / 실증내용 : Peak 저감효과, 충방전상태, 과금방법 등 

※ ISGAN(International Smart Grid Action Network) 스마트그리드 어워드 우수상 및 GSGF 특별상 수상(’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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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사업, 캠퍼스MG, DC배전 

신 
재 
생 
사 
업 

캠 
퍼 
스 
M 
G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 : 세계 3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 위한 국가전략사업 

Smart Energy Campus 구축을 통한 에너지신사업 실증 (’15.10~’18.9) 

• 광주전남지역 대학 캠퍼스에 2개 모델을 구축하되 통합 운영 (사업비 : 300억원) 

 밀양 희망 빛 발전 사업 : 765kV 송전선로 지역주민 지원사업 

• 총사업비 : 118억원 / 사업개소 : 39개소(토지 20개소, 건물옥상 19개소) / 개발용량 : 4.1MW 

• 신고리~북경남 765kV 송전선로 1km 이내 토지 및 건물옥상에 태양광 설치, 주민소득 창출 

  - 주민 혜택 : 토지제공(감정가의 연 5% 임대료지급), 건물옥상(월 1만원/kW), 주민채권 투자금(35억원) 연 5% 수익 보장 

D 
C 
배 
전 

DC배전 독립섬 사업 : 직류전원(신재생, EV), 직류부하(ESS,가전) 증가 대비 100% DC 시스템  실증 

•  전남의 적합한 섬 선정 후 DC 독립섬 구축 (’15.8~’18.7) 

  - 총 예산 : 380억원(분산전원, DC배전망, DC홈 구성) 

 ※ 글로벌기술 초기단계인 DC배전망 구축 및 실증으로 

    세계 DC배전 기술 선도 

1단계 실증(~‘18) 2단계 시범(~’20) 3단계 확산(~’23) 

• 80MW(4,300억원) 
• Test bed 구축, 핵심기술 개발 

• 400MW(약 2조원) 
• Biz Model 개발 

• 2GW(약 10조원) 
• 민간사 참여, 본격 상업운전 

KEPCO  
통합운영센터 

• 다중 MG 구성(주거형, 상업형 등) 

• MG간 에너지거래 + IoT/빅데이터 기반의 분석,예측  

[A모델] 다중 커뮤니티형 MG 

• 단일 MG 구성(열+전기 하이브리드형 MG 구축) 

• 다양한 에너지원간 상호보완 운영 

[B모델] 열+전기 통합형 MG 

A,B 모델 
통합모니터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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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용 ESS 사업, 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전기차 유료충전 등 Mega Project 성공 중요 

• 사업 성공을 위한 정부, 지자체의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 뒷받침  

• 국내 제조사의 기술개발(국산화 포함) 및 경제성 확보 노력 필요  

에너지신사업 해외진출 공동 협력으로 신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 

• 중동, 중남미, 북미 등 다양한 국가에서 SG 관심 증대 (스마트시티, 마이크로그리드 등) 

   - 해외수출 활성화로 에너지신사업 개발 원동력 확보 가능 

•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도전 및 기업간 협력을 통한 신산업 융합모델 개발 필요 

EV 충전인프라, 전국적 AMI 보급 등 기반인프라 분야는 장기적 관점에서 선행투자 필요 

• 신산업 육성 및 국민서비스 증대를 위한 국가 기반기술 강화 차원의 투자 중요 

• 주요 참여기관의 단기적 성과 보다 장기적 수익을 고려한 투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