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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국내이슈

◈ 공유경제의 개념 및 관련 제도를 살펴보고,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요소인 에너지 프로슈머,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등의 중요성 파악

□ 공유경제(Sharing economy) 개요

 ㅇ (배 경) 글로벌 경제위기, 디지털 기술의 발전, 지속가능성 우선의 패러다임 

변화(수요), 추가 소득원 창출, 규제의 부재(공급) 등으로 공유경제 확산

 ㅇ (정 의)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특정 자산을 소유하는 개념을 넘어  

타인과 공유하는 개념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하게 정의

  - (보츠먼, ’13) 공간, 기능, 물건 등 사용이 저조한 자산을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위해 공유하는 경제 모델

  - (이수일, ’15)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와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 

자산’을 보유한 ‘공급자’간 ‘시장거래’를 ‘ICT 플랫폼이 중개’하는 경제

< 공유경제의 요소 및 정의 (이수일) >

구분 내용

특정 서비스의
수요자

숙박, 교통 등 공유경제를 통해
거래되는 특정 서비스의 소비자

해당 서비스를
창출하는 유휴자산

특정서비스를창출할수있는자산중
현재사용되지않고있는자산

공급자 해당 유휴자산을 보유한 사람

시장거래 가격을 지불하고 이루어지는 거래

ICT 플랫폼을
통한 중개

소비자와 공급자가 ICT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통해 매칭·거래

* 출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2018)

□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에너지 프로슈머)

 ㅇ (배 경) 분산형 전원 확대로 소비자가 전력 생산·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며, 전기요금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에너지 프로슈머 등장

 ㅇ (내 용) 에너지 프로슈머*는 소규모 분산 자원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전기를 다른 소비자와 전력망에서 교환함으로써 수익창출 가능

* 에너지 프로슈머는 에너지 생산자(producer),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동시에 생산·판매하는 주체로, 일반적으로 전력에 국한되어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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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계거래) 분산형 전원을 통해 생산된 전력 중 전력회사에 보낸 

잉여전력을 배전사에서 보낸 전기량에서 차감하여 전기요금 정산

  - (P2P 거래) 개인 간(peer-to-peer) 전력거래는 잉여전력을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과는 별도의 판매수익 창출

  - (도매시장) 중개사업자가 소규모 분산자원을 모집해 전력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대행하고 판매 수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수익 창출

□ 국내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관련 제도

 ㅇ (확산전략) 에너지 프로슈머를 미래 에너지 트렌드 중 하나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담은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수립 (’15.11)

 ㅇ (중개사업)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18년 

6월 전기사업법을 최종 개정*하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 개설 (’19.2)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1MW 이하의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중개사업자가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사업임

□ 에너지부문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ㅇ (내 용)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 및 지역단위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연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공유경제 확대

  - (사업연계) 에너지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분산전원 개발,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등이 나아가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확대에 기여

  - (모델개발)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IoT,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

  - (제도개선) 법이 정하는 특정 범위 이하의 소규모 전력판매에 대해서는 

개인 간 전력거래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개정 검토 필요

□ 기대효과 및 시사점

 ㅇ 에너지부문에 공유경제를 도입하여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친환경 

에너지 이용 확대, 경제적 혜택 영위, 공동의 이익 증진 등의 효과 기대

 ㅇ 공유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 수익형 비즈니스 

모델 개발, 거래 플랫폼 구축,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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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
  - 에너지부문의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사례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8.10)
  - 지역경제 공유경제로 풀다 (한국정보화진흥원, 201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