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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양방향 전력정보 교환을 통하여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유
도하고, 고품질의 에너지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며, 산업간 융·
복합을 통한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하고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에너지 사용절감,
전력피크완화,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의 목표가 대두되고 있으며, 스마
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편익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편익의 구
성요소를 파악하여, 실제 사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1)

1. 서    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스마트그리드 제주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즉
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주택가, 공단, 상업지구등 실제 환경에
서 구현하여 더 큰 규모의 사업을 유도하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른 편익산정이 필요하며,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
해 기대되는 편익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편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전력공급편익이며, 두 번째로는 환경편익이다. 전력공급편익은 발전소건
설 회피편익, 송배전건설 회피편익과 에너지생산비용 절감편익 및 기타
편익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환경편익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편
익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편익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의 편익들의 구체적인 추산식과 그에 따른 한 가지 예시에 대하여 연
구하였으며, 각 편익의 규모도 함께 연구하였다.

2. 편익산정 및 사례
  2.1  전력 공급 편익
전력공급 편익이란,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전력소비
가 감소로 발생하는 최대전력수요와 에너지소비의 저하, 전력생산이 줄
어듦,, 불필요한 발전소와 송배전설비의 건설감소, 연료소비가 감소를 통
한 국가적인 연료비용의 절감과 함께, 역률개선과 스마트계량시스템 구
축을 통해 비용이 줄어드는 국가적 이득을 의미하며, 크게 발전소와 송
배전망의 건설회피편익과 에너지생산비용 절감편익이 있다.
또한, 각 편익들은 1)ESS활용사업, EMS활용사업, 전력재판매사업 2)전
기차 활용사업, 3)신재생분산전원 활용사업, 4)신재생 출력안정화사업 으
로 다시 세분화되어 추정할 수 있다.
  
  2.1.1 설비 건설 회피편익 (발전소 & 송배전)
발전소건설 회피편익과 송배전건설 회피편익은 피크가 삭감되는만큼

피크발전기와 송배전망건설이 줄어듦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다.
발전소건설 회피편익의 경우, ESS를 활용한 경우에는 피크감소를 위해 운
영한 ESS의 시간당 사용량을 고려한다. V2G참여 전기차사업의 경우, 사
업자가 제시한 참여율을 고려하여, 전기차를 하나의 ESS로 가정하여 산
정한 값과 동일하며, 순수전기차사업의 경우 건설편익은 발생하지 않는
다. 발전단가가 가스발전보다 높은 연료전지는 설비 건설회피편익을 발생하
지 않으며, 상시운전이 가능한 우드칩 바이오매스의 경우 대체가스발전기의
용량만큼 편익이 발생된다. 출력안정화사업의 경우, 풍력과 태양광에 ESS
를 접목시켜 출력을 안정화시키는 사업으로, 국내시장 특성상, 계통기여
도를 따로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ESS활용사업시의 건설회피편익과 동일
하게 계산된다. 이에 고려된 편익들은 다음과 같다.
(1)발전소건설 회피편익
1) ESS 활용사업, EMS활용사업, 전력재판매사업
-ESS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의 발전소건설 회피편익=계통피크 절감량 ×

발전소 건설단가
-ESS를 활용한 발전소건설 회피편익=ESS용량(Mwh)×충방전심도(80%)

÷운전시간(2시간)×발전소건설단가

1) 본 연구는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조사(KDI공공투자관리센터

.2015)에 의해 지원받아 수행되었습니다.

2) 전기차 활용사업
-발전소건설 회피편익=ESS용량(Mwh)×충방전심도(80%)÷운전시간(2시간)

×V2G참여율(50%)2)×발전소설비건설단가
3) 신재생분산전원 활용사업
-발전소건설 회피편익=바이오매스 발전용량×발전소 건설단가
4) 신재생 출력안정화 사업
-발전소건설 회피편익=ESS용량(Mwh)×충방전심도(80%)÷운전시간(2시

간)×발전소건설단가
(2)송배전건설 회피편익

1) ESS 활용사업, EMS활용사업, 전력재판매사업

-송배전건설 회피편익=(계통피크 삭감량×지역별송전회피단가)+(개별피크
삭감량×배전회피단가×배전적용계수)

2) 전기차 활용사업
-발전소 및 송배전망 회피편익=ESS용량(Mwh)×충방전심도(80%)÷운전시

간(2시간)×V2G참여율(50%)×송배전설비
건설단가

3) 신재생분산전원 활용사업
-송전건설 회피편익=바이오매스 발전용량×송배전 건설단가
4) 신재생 출력안정화 사업
-송배전망건설 회피편익=ESS용량(Mwh)×충방전심도(80%)÷운전시간

(2시간)×송배전건설단가

  2.1.2 에너지생산비용 절감편익
에너지 생산비용 회피편익은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통해 에너지

소비가 줄게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에너지생산에 대한 연료소비가 감소
하여, 국가적으로 절감되는 에너지(연료)비용을 의미한다. 에너지생산비
용 절감편익은 아래와 같은 산식들에 의해 산정될 수 있다.
1) ESS 활용사업, EMS활용사업, 전력재판매사업
-에너지생산비용 절감편익=(전력에너지 절감량×전력에너지단가)+(가스

에너지 절감량×가스에너지 단가)+ESS에너
지비용 절감편익3)

위의 에너지생산비용 절감편익은 ESS에 의한 편익과 전력, 가스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추산한다.
2) 전기차 활용사업
전기차를 활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편익은 기존의 차량연료를 이용하는
대신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이다.
-에너지비용절감편익={(1차에너지 소비비용-전력에너지 소비비용)+ESS

에너지비용 절감편익}×차량대수
3) 신재생에너지 분산전원 활용사업
-에너지비용절감편익={(평균발전비용-우드칩비용)}×전력생산량+(열생산

량×열판매단가)
연료전지의 경우 평균발전비용이 아닌 가스발전단가를 고려한다.
4) 신재생 출력안정화사업
-에너지비용절감편익=(ESS방전에너지×방전시간대SMP)-(ESS충전에너지

×충전시간대SMP)

  2.2  환경 편익
환경편익이란,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을 통해 전력생산이 줄게 되면,
화석연료들의 사용이 줄게 되어, 국가적으로 이산화탄소와 오염물질배출
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편익을 일컫는다.

  2.2.1 이산화탄소배출 저감 편익 
이산화탄소배출 저감편익의 경우, 소비자의 전력 및 가스소비가 감소

2)V2G참여율은 사업자가 제시한 50%로 함.
3)ESS에너지비용절감편익=(방전에너지×방전시간대SMP)-(충전에너지×충전시간대SMP)

이며, 방전시간대SMP는 주간시간대 가스발전단가이며, 충전시간대SMP는 석탄화력과

가스발전의 가중발전단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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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그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하게 되어 발생하는 편익으로 아
래와 같이 추산된다.
1)ESS 활용사업, EMS활용사업, 전력재판매사업
-탄소배출저감편익=[{전력에너지절감량×전력탄소배출계수}+{가스에너지

절감량×가스탄소배출계수}+{기타연료절감량×기타연
료탄소배출계수}-ESS추가배출량4)]×탄소배출비용

2)전기차활용사업
-탄소배출저감편익={화석연료탄소배출량(tCO2)-석탄발전탄소배출량

(tCO2)}×차량대수×탄소배출비용
3)신재생분산전원 활용사업
-탄소배출저감편익={가스발전탄소배출량(tCO2)-연료전지탄소배출량

(tCO2)}×탄소배출비용
-탄소배출저감편익={발전소평균탄소배출량(tCO2)-바이오매스탄소배출량

(tCO2)}×탄소배출비용
4)신재생 출력안정화 사업
-탄소배출저감편익=ESS추가배출량×탄소배출비용
신재생 출력안정화 사업의 경우, ESS활용의 기회비용개념으로 부(-)의
편익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ESS의 충전시간대의 SMP가 석탄발전단가
일 때라고 가정을 할 때, 석탄탄소배출계수가 가스탄소배출계수보다 2배
가량 높음으로, 가스보다 저렴한 발전단가를 사용하지만, 고가의 탄소배
출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아래 오염물질 배출편익에서도 동일하다.

  2.2.2 오염물질배출 저감 편익
오염물질 저감편익은 전력 및 가스소비가 감소하므로 인해 전력 및

가스의 생산과정에서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배
출이 감소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으로 아래와 같이 추산된다.
1)ESS 활용사업, EMS활용사업, 전력재판매사업
-오염물질배출저감편익={전력에너지절감량×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단가}

+{가스절감량×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단가}
-{ESS추가배출량5)×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단가}

2)신재생출력 안정화사업
-오염물질배출저감편익=ESS추가배출량×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사회적비용
오염물질배출 저감편익은 전반적으로 탄소배출저감편익과 유사하며, 출
력안정화사업의 경우도 탄소배출저감편익의 경우와 같이 비용의 산식에
가깝다.
이상 편익의 분류와 적용사업별 편익산정식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아래
편익의 세분화별 요약표를 작성하였다.

<표 1> 편익산정요약

  2.3 단위사업 실제 적용 사례
편익계산에 대한 사례로는 A기업 컨소시엄의 ESS와 EE를 활용한
EMS사업을 선정하였다. A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기존의 냉동기와 압
축공기시스템을 고효율기기로 대체함과 동시에, 비수도권에 위치한 자사
적용사업소 15곳에서 ESS를 이용한 EMS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편익 산정식에 의한 편익들을 분석하였다. 고효율기기로의 교체로 인해
연간 3.45MW의 최대전력수요감축이 발생하고, ESS를 이용한 EMS와
함께, 연간 27,449MWh의 에너지소비가 절감되며, 이중 90%는 고효율기
기로 인한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절감량에 대한 모든 편익들에 대
해서는 아래 표에 정리해 놓았다.

4)ESS추가배출량(탄소)=[연간충전에너지×충전시간대 탄소배출계수]-[연간방전에너지×방
전시간대 탄소배출계수]

5)ESS추가배출량(대기오염)=[연간충전에너지×충전시간대 오염물질 배출계수]-[연간방

전에너지×방전시간대 오염물질배출계수]

연도 A편익 B편익 C편익 D편익 E편익 합계

2016 92 26 539 56 63 776

2017 321 92 1,870 197 219 2,699

2018 459 131 2,379 279 312 3,560

2019 459 131 2,245 278 311 3,424

2020 459 131 2,245 278 311 3,424

2021 459 131 2,120 278 311 3,299

2022 459 131 2,120 278 311 3,299

2023 459 131 1,995 278 311 3,173

2024 459 131 1,932 278 311 3,111

2025 459 131 2,057 278 311 3,236

합계 4,085 1,166 19,502 2,478 2,771 30,002

순편익
합계6)

2,,683 768 12,973 1,630 1,819 19,872

<표 2> A기업의 EMS사업의 연도별 편익
(단위: 백만원)

A : 발전소건설 회피편익/ B : 송배전망건설 회피편익 / C : 에너지비
용 절감편익 / D : 탄소배출 저감편익 / E : 대기오염물질 저감편익

각 편익들은 확산율을 2016년부터는 1년 단위로 20%,70%, 100%를 적용
하였으며, 2018년 부터 각 편익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발생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설비 건설 회피편익으로, 발전소건설회피편익은 연간 4억5천9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하며 송전망회피편익은 사업소의 위치가 비수도권임을 감안
하여, 비수도권 송전계수를 적용하였으며, 2019년 기준, 연간 1억3천1백
만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에너지비용 절감편익의 경우, 충전시간대SMP에는 유연탄발전(44.34원
/kwh)을 기준으로 하였고, 방전시간대SMP에는 LNG발전(120.93원/kwh)
을 기준으로 하여 추산한 편익이다. 여러 편익들 중 가장 큰 규모로 확
인되며, 2019년기준 연간 22억4천5백만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환경편익은 각 전력과 ESS로 인한 원료배출에 대하여 계수를 설정하
여 편익을 계산하였으며, 사용된 계수들의 설정은 아래와 같다.
전력탄소배출계수=0.459 tCO2/MWh
가스탄소배출계수=0.360 tCO2/MWh
석탄탄소배출계수=0.820 tCO2/MWh
탄소배출비용=22,449 원/tCO2
대기환경오염 물질배출계수의 경우에는 각 전력과 가스에 대한 계수에
사회적비용을 곱한값을 산출하면 다음과 같다.
전력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단가=20,000원/MWh
가스대기환경오염물질배출단가=1500원/MWh
ESS추가배출량에 대한 대기환경오염물질 의 단가는 전력단가와 가스단
가를 통해, 산출 가능하며, 아래 각주5)을 통해 추산식을 확인할 수있다.[3]
환경편익중, 오염물질배출저감편익은 발전소회피편익 다음으로의 큰규
모를 갖는 편익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결    론

이상 본 논문을 통해 스마트그리드확산사업에 대한 편익들과 그에 관
한 연산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실제 적용사례와 함께 각 편익들의 규모
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득이하게 한 가지 컨소시엄에
대해서만 설명하게 되었지만, EE와 ESS가 모두 적용된 사례의 EMS사
업인 만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기대편익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사례를 통해 편익들의 규모와 실제 추산값들에
대해 분석을 하였을 때, 에너지비용 절감편익이 가장 큰 규모의 편익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확산사업을 통해서 스마트그리드 사업의 확
산률이 100%가 되는 시점에서 부터, 국가 전체적인 연료소비의 감소와
에너지 소비효율향상으로 범국가적인 에너지 효율향상의 직접적으로 기
여할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또한, 몇가지의 편익들에 있어 국내전
력시장 특성상 계통기여도를 고려하지 못하지만, 고려할 수 있을 경우
출력안정화사업 및 ESS를 이용한 사업들의 편익의 규모도 새로운 커질
수 있을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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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 편익의 합계를 NPV(순현재가치)로 환산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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