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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INDING
1. 가상발전소(VPP)는 ICT 및 자동제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곳에 위치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연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분산에너지 자원이 증가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계통운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매우 각광받는 기술이다.
2. V
 PP는 자원 구성에 따라 공급형, 수요형, 융합형으로 대별되며, 궁극적 목표인 융합형 VPP는 높은 투자비용 및 법·제도적 제
약등으로 아직까지는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이다.
3. 해
 외 주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시장 외에도 용량·보조서비스 시장에 대한 VPP 참여 허용
등 확산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도 최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통해 분산자원의 시장참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였다.
4. 유
 럽의 VPP 시장은 2019년 7,500만 달러에서 2030년 4억7,000만 달러로 연평균 18.2 %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 VPP의 개요
정부에서는 온실가스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등 RE100의 조기실현

발전의 효율성에 대한 제도적 방법론 역시 논의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볼 때 전체 태양광 발전 설치용량의 약 92.1 %를 차지
하고 있는 1 MW 이하 소규

을 위하여 4차산업형 신재생에너지 확보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한 중요

모 발전사업의 경우, 설비

성을 강조하면서 2040년까지 총 발전량의 30~35 %를 재생에너지

및 발전량은 점차적으로

로 보급한다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에너지 기본계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소용

획의 1차 목표로 2030년까지 총 63.8 GW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제

량으로 산재되어 분포되

시된 가운데 현재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태양광

어 있다. 그래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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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시장운영 체제로는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도매시장 진출이

에너지 자원을 연결하고 제어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기 위한 시

용이하지 않아 송배전을 통해 소모되는 에너지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

스템이다. 분산에너지 자원을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 계

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전력계통 운영 담당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가

통운영시스템과 연계하고 엣지게이트웨이를 활용해 원격제어하는 방

정확한 발전용량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하는 한계점

식으로 발전소처럼 운영하는 에너지인터넷(Internet of Energy, IoE)

이라 볼 수 있으며, 최근 해외 주요국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라 할 수 있으며, 배전계통 최말단에 있는 계량기 하단에서 전력을

으로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생산하고 거래하는 BTM(Behind The Meter)1) 시장의 대표적인 비즈

효율화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표1

VPP 유형 및 장·단점

공급형 VPP

수요형 VPP

Supply-Side
VPP

Demand Side
VPP

융합형 VPP
Mixed Asset VPP

유 형

VPP
VPP

DER

DER

DER

Batteries

HVAC

DER

Generators

이는 물리적으로 특정한 곳에 존재하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발전소

VPP는 ICT 및 자동제어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곳에 분산되어 있는

그림 1

자원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계통운영의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통합
한 자원을 통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 각광받

특 징

• 다양한 분산전원 설비를 ICT를 이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운영
•기
 존 대규모의 중앙급전 발전소와 동일한 서
비스 기능 수행이 가능

•수
 요자원을 활용해 피크부하에 대응
•발
 전설비의 추가 설치 없이 기존 발전설비의
비상발전기, 예비발전량 등 유휴자원 활용 가능

•전
 력수요 및 공급 측면을 동시에 접근

장 점

•분
 산에너지자원의 계통연계 용이
•수
 요형 VPP 보다 낮은 투자비

•전
 력수요를 줄여 전력요금을 절감
•수
 요반응 자원시장 참여

•전
 력안정화에 가장 효과적
•가
 장 많은 장점을 보유

단 점

•전
 력 공급 위주로 구성
•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높
 은 투자비용
•개
 인 정보(수요) 노출

•가
 장 높은 투자비용
•개
 인 정보(수요) 노출

사 례

Next Kraftwerke, Siemens, Enbala Power
Networks, ABB, LichBlick, VPP Energy

Sunverge, ENERNOC, Blue Pillar, Viridity
Energy, Restore, KiWi Power, AutoGrid

AGL, 테슬라, 간사이전력 외(VPP 구축 실증
사업), Green Charge

고 있는 기술이다.

VPP 플랫폼 개념도

3) 해외 VPP 운영현황
해외 주요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
너지 시장 외에도 용량·보조서비스 시장에 대한 VPP 참여 허용 등 확
산을 위한 정책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출처 : DONG Energy

VPP는 풍력, 태양광, 태양열 등과 같은 분산에너지 자원(Distributed

기술(ICT)로 구성되어 있다.

Energy Resources, DER)과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그리고 VPP의 유형은 자원 구성에 따라 <표 1>과 같이 공급형, 수요

System, ESS), 수요반응(DR)에 대응해 부하 또는 소비 패턴을 조정

형, 융합형으로 대별되며, 궁극적으로는 융합형을 추구하지만 현재까

할 수 있는 자원인 제어가능 부하(Controllable Loads), 그리고 전기의

지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법과 제도의 제약 등으로 활성화가 미흡한

흐름을 조정하는 시스템 간 양방향 통신을 위한 핵심기술인 정보통신

상태이다.

1) BTM(Behind The Meter) : (전력망으로 송전되지 않는)자체 수요용 발전(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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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

Batteries Batteries Batteries

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분산에너지

2) VPP의 개념과 유형

DER

전기자동차(EV) 등 다양한 소규모 에너지원을 분산자원으로 고려함과
동시에 분산자원을 배전계통 또는 계량기 하단에 위치한 자원으로 정
의해 용량 제한이 없도록 시장을 개방하였다.
일본의 경우 2021년4월부터 수급조정시장이 개설되면서 중개사
업자가 모집한 발전기, ESS, 부하 설비 등의 자원을 VPP로 정의하

영국에서는 기존의 DER 공급자 범위를 에너지 공급 자격을 가진 사

고, 재생에너지 예측오차 대응을 위한 3차 조정력에 VPP 참여를 허

업자들로 제한하였으나, 2019년12월 중개사업자의 도매시장(에너지·

용(최저 입찰 용량 5 MW)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에너지 시

용량·보조서비스)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공급

장, 용량시장 외에 수급조정(보조서비스) 시장에도 VPP가 참여할 수

면허를 취득한 전력 마케터, 에너지 판매업체, 중개사업자 등도 참여가

있는 시장 확대로 중개사업자의 증가

가능해 피크관리, 용량시장, 보조서비스, 에너지시장, 네트워크 지원

및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을 기

등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구축하였다.

대하고 있다.

미국도 2020년9월 “FERC Order 2222” 개정으로 중개사업자가

독일에서는 2017년1

모집한 분산자원이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며,

월 재생에너지법(EEG)

특히 시장 참여 능력이 있는데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지

2차 개정을 통해 중개

못하는 분산자원을 중개사업자를 통해 RTO(지역송전기관)/ISO(독립

사업자의 도매시장 참

계통운영기관) 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다. 이는

여를 허용하고, 전력공

분산자원의 도매시장 참여를 통해 발전비용 하락, 계통 복원력의 강화

급의 예상시간, 공급량

와 동시에 가정용·상업용 태양광 및 ESS 투자에 대한 증가를 기대할

등의 예측 의무를 부과하는

수 있으며, 변동성 재생에너지, 열병합, ESS, DR, 에너지효율화(EE),

제도를 마련하였다.

03

VPP(가상발전소) | ASTI MARKET INSIGHT 2022-028

이를 통해 FIP2) 보조금을 지원받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중개사업자

VPP(가상발전소) | ASTI MARKET INSIGHT 2022-028

련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중개사업자의 경우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사업추진이 가능

를 통해 시장 참여가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예측 의무 이행에 따른 비

하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기술 인력만 확보하면 사업등

용 소요를 “관리 프리미엄(Management Premium)”을 통해 중개사

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2021년2월 기준 102 개 기업

업자가 재생에너지를 모집해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보상할 수 있
는 제도적 방편을 마련하였다.

입(총 280 MW)을 진행하였다.

4) 국내 VPP 운영현황

호주에서는 2012년11월 “소규모 발전사업자(Small Generation

국내에서는 2019년2월 소규모 전력 자원으로부터 생산하거나 저

Aggregator, SGA) 제도”를 도입해 소규모 발전자원의 원활한 도매시

장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

장 참여를 가능케 하였고, 5 MW 이하 발전기 또는 연간 발전량이 20

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통해 분산자원의 시장참여제도를 도입하

GWh 이하인 5~30 MW 발전기가 중개사업자를 통해 전력시장에 참

였다. 1 MW 이하의 신재생 및 ESS, 모든 종류의 전기자동차에서 생

여하는 경우 모집 자원의 발전기 등록 의무를 면제하면서 동시에 중개

산되고 저장되는 소규모 자원을 중개사업자를 통해 모집해 거래하며,

사업자는 온실가스 배출규제 면제 등의 특전도 부여받는 제도를 구축해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대행 및 설비 유지보수 등 관

VPP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특히 호주의 에너지 시장에서는 가격입찰이

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가능해 “가격 급등(Price Spike)”으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마
그림 2

이 중개사업 등록을 하였고, 51 개 중개사업자가 중개시장에 회원가

소규모 전력공개시장 개요

표2

소규모 전력 공개시장 주요 사업자

기업명

주요 비즈니스

비고

주식회사 해줌

SMP 및 REC 판매 대행, 설비 유지관리

발전량 예측 정산금 분배

주식회사 KT

SMP 및 REC 현물거래 대행, 태양광 O&M

서비스 이용 시 요금 10% 할인

SK E&S

ESS기반의 VPP 운영 (미국 캘리포니아주, 45MWh)

한국전력 정보(주)

발전자원 모니터링 및 제어, 발전 실적 및 정산금 관리

㈜에이치 에너지

공유옥상 소셜 플랫폼 운영

가상발전소 경진대회 개최

솔라커넥트주식회사

SMP 및 REC 판매 대행 / 태양광 O&M

발전량 예측 정산금 분배

한국남동발전

SMP 및 REC 판매 대행

발전량 예측 정산금 분배

한국동서발전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사업

지역 사회 생태계 구축

서울에너지공사

소규모 전력자원 모집 및 발전량 예측을 통한 전력시장 입찰

실증

그러나 국내 VPP 공급자원의 대상이 되는 1 MW 이하 신재생 발

부족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참여 자원이 1 MW 태양광 및 ESS, 전

전사업자는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전력을 거래하거나 시장 참여 없

기차로 제한되어 있어 시장 참여를 위한 용량 확보 등 제도적 절차가

이 PPA를 통해 한전에 전기를 파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거래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중개사업자는 배

차 등이 복잡한 시장 참여보다 한전 PPA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게다

전망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모집해 운영 중인 개별 분

3)

가 PPA 계약을 맺고 한전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분산자원 보유자 역

산자원이 배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수 없으며, 향후 배전망 제

시 중개시장에 참여하기 위해 거래소의 계량기 설치가 요구되며, 이는

약사항을 위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한

추가적인 계량기 설치비용 및 중개거래 수수료가 발생하면서 참여가

상황이다.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중개사업자 입장에서도 수익모델은 중개수수
료, 발전량 예측 정산금에 한정되며 오히려 시스템 구축·유지비용, 인
건비 등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 있어 경제성 확보가 어려운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

2) FIP(Feed-in Premium(피드 인 프리미엄)) : 정부가 설정한 보조기준(기준 가격)과 지표가 되는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프리미엄으로 지급하는 것.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이
크게 진전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상당부문 경쟁력이 구축된 국가들(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에서 적용되고 있음.

04

5) 시장동향 및 전망

전력망 운영 측면에서 VPP는 변동성이 완화된 발전력을 시장에

현재까지는 공급형 VPP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VPP를 형성하기 위

제공함으로써 유틸리티의 백업 설비 확충과 운영예비력 확보가 감

해 집계된 DER 및 ESS에 초점을 맞춘 개발 초기 단계의 시장이라 할

소되어 송전망 운영비 절감의 장점을 갖지만, 국내 VPP 모집 규모

수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가 가장 활성화된 유럽의 독일과 영국,

는 아직까지 150 MW 수준으로 변동성이 완화된 발전력의 효과가

프랑스에서는 상업적으로 가시적인 VPP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3) P
 PA(Power Purchase Agreement) : 전력구매계약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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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기후협약 등 제도적인 제약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술인 엣지 컴퓨팅 및 전력량 예측 관련 어플리케이션 분야의 시장은

이 점차적으로 확산되면서 에너지 수요 충족을 위한 VPP에 대한 관

RES의 보급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2019년 7,500만 달러에

심과 투자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관련 요소기

서 2030년 4억7,000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6) 분석자 인사이트

은 점점 더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전원의 효율적인 수요/공
급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메커니즘 확보, 양호한 유지보수

VPP는 ICT 및 자동제어기술을 이용해 다양한 분산에너지 자원을 연
결·제어해 하나의 발전소 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으로서 공급형과 수요

그림 3

유럽 VPP 시장규모 예측(2019~2030)

(단위: 백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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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이 될 것이다.

형을 혼합한 융합형 VPP가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현

따라서 한국형 VPP 플랫폼의 사업화를 위해서는 엣지컴퓨팅, 클

재 서비스되고 있는 소규모 전력거래 시스템은 융합형 VPP의 형태로

라우드 시스템과 같은 첨단 ICT 융복합 기술, 그리고 전력 거래에

보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소규모 분산전원의 보급이 확대되는

대한 제도적인 항목이 결합된 융합형 사업모델이 필요할 것이며,

스마트 그리드, 마이크로 그리드 형태의 분산전원이 활성화될 경우 계

이와 같은 기술 및 시장 특성을 기반으로 모색할 수 있는 사업화 전

통 안정에 기여하는 역할을 제고할 수 있는 융합형 VPP 모델의 중요성

략은 <표 4>와 같다.

380

CAGR = 18.2%

350

와 높은 신뢰성, 품질기준의 충족이 바로 한국형 VPP 플랫폼 사업화의

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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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P 시장의 신사업기회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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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78

기회요인

위험요인

정책

•2
 017년10월 에너지 정책 기본방향으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재생에
너지 발전량 비중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로드맵’ 수립
•2
 019년6월 확정된「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재생
에너지 발전비중을 30~35 %로 확대하는 정책 방향 설정
•7
 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13년 분산형 전원 비중 7.6 %를 확인
하고, 2029년 총발전량 대비 12.5 %의 보급목표 설정
•에
 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소규모 수요자원 거래
(국민DR) 추진

•현
 재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대부분 공장 등 산업체 위주 편중되어 있어
가정, 점포 등 소규모 전기소비자의 수요반응 참여를 위한 제도 필요
•현
 재 중개시장에 참여 가능한 신재생 설비는 태양광에 국한되며, 풍력
등의 타 신재생 설비 및 수요반응자원(2~500 MW)을 포함하기 위해서
는 법 개정 불가피

산업

•2
 019년2월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되면서 공급기반 VPP 시현 가
능
•신
 재생 발전사업자 등은 중개사업자와의 거래 위탁 및 O&M 서비스
계약을 기준으로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

•전
 력거래소 중개시장 회원으로 가입한 업체 중 실제 전력중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5 개에 불과
•정
 책적으로 정의된 ‘분산형 전원’의 설비규모(40MW 이하 소규모 발
전설비, 500 MW 이하 수요지 인근 발전설비)와 중개시장 참여 가능
설비규모(1MW 이하 신재생) 간의 차이가 발생

시장

•재
 생에너지는 1 MW 이하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중심으로 전
력시장 회원사 수 급격히 증가 진행 중
•공
 급자와 소비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전력시장 주체자에 대한 경계가
희석되고, 다수의 사업자·소비자가 전기를 사고파는 시장으로 변모

•거
 래물량이 적음에도 각 사업자가 복잡한 전력시장의 거래절차를 이행
해야 하는 등 운영에 대한 부담 및 거래비용 과다
•2
 021년2월 기준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에서 모집된 총 집합 자원은
150 MW(10 개 기업 참여)
•현
 재 소규모 전략중개시장의 중개사업자 수익모델은 거래대행 및 설비
O&M 수수료 수취로 제한

기술

•A
 ·I·C·B·M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의 진보와 융합으로 전력시장 변화 가
속화
•2
 018년6월~11월에 걸쳐 시범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수요감축 실증 및
제반여건 (적정 보상수준, 운영방식 등) 마련

•자
 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를 통한 중개거래를 위해서는 400~500만 원
수준의 계량기 및 통신기기 설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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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Frost & Sullivan

국내시장은 현재 에너지 공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전력계

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관련 SW와 Service

통을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VPP 구축 시범사업이

를 포함한 태양광 발전 관련 시장은 2019년 1,257억 원에서 2026년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시장을 추산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하

3,844억 원으로 25.1 %의 CAGR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만 VPP 시장의 핵심원천기술인 DER을 기준으로 시장을 살펴보면,

특히 국내시장의 경우 그린뉴딜 등의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을 펼

DER(Distributed Energy Resource) 관리 시스템 기술의 발전에 따

피고 있음에 따라 2019년 30억 원에서 2026년 88억 원으로 CAGR

라 VPP 자원관리 시스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과 동시에 수요의 증

23.9 %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표3

DER 관리 시스템 시장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CAGR(%)

세계시장
(Solar PV Units)

103.2

91.2

105

124.4

153.2

189.7

244.8

321.2

25.1

국내시장
(Solar PV Units)

2.58

2.28

2.52

2.97

3.62

4.45

5.68

7.38

23.9

외부
환경

요인

출처 : MarketsandMarkets

06

07

VPP(가상발전소) | ASTI MARKET INSIGHT 2022-028

➀ 분산형 전력 수요관리 실증 모델 검증
아직까지 VPP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도

➂ 엣지컴퓨팅, AI기술 등을 활용한 전력량 발전 출력 예측 모델
확보

적, 정책적 사유로 인해 ICT를 적용한 비즈니스 확산이 이루어지지

VPP의 주요목적은 소규모 자원의 출력 예측을 통한 계통안정성을

않았기 때문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시스템 비용, 운영 비용 저가

확보해 소규모 자원의 출력 변동성 대응을 위한 예비력 확보 용량을

화, 운영사의 VPP 참여를 통한 이점 획득에 대한 실증 모델이 필요할

최소화하는데 있다. 따라서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계량할 수 있는 설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운영 중인 태양광 발전소 환경과 VPP 시스템

비와 이를 적용시킬 AI 모델 등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는 모니터링

의 연동 및 도입과 관련된 불합리한 인식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적인

수준으로 출력량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활용 기술의 확보가 중요할 것

실증 모델이 필요할 것이다.

으로 판단된다.

➁ 시장확보 전략의 체계적 수립

➃ 제도적 전력거래 방법 개편

ESG 경영, 그린뉴딜 등 1) 소규모 분산에너지 자원 확대, 2) 계통

소규모 발전 사업자가 VPP를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경제

안정화 및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 확대, 3) 전기자동차 보

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REC 장기고정계약 가능여부, 전력대금 청

급으로 수요반응 자원 모델 확장 등 관련 환경이 급변중인 추세이다.

구 및 결재 간편성, REC 거래 회원 가입 간편성, 전력판매처 신용 및

따라서 기술개발 완료 후 사업화할 때 관련 산업에 기술을 기반으로

인지도, 전력거래 정산 및 조회 간편성 등의 내용이 보완된 플랫폼이

한 강력한 시장 지배자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동시에 REC 인센티브 정책의 효용성이 미비한

이며, 이에 선제적인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비즈니스모델 수립 전략

실정을 감안할 때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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