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S

장기간 안정적인 고수익을
창출하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태양광 연계형 ESS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전망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2040년 전세계 발전량의 34%(2016년, 5%),
신규 발전설비의 48%(2016년,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6년

5

%

+7 배

2040년

34

%

(재생에너지�발전량)

※ New Energy Outlook 2017(Bloomberg New Energy Finance, `17.6월) 발췌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량 비율의 변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대형 발전사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비율을 매년 상향 조정하게 되므로, 태양광 발전의
수요가 줄 염려가 없습니다.

10 %

4%

2%

3%

2012년

2015년

2018년

2023년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일정규모(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

태양광 발전 개요
공장, 사옥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전력 판매

SMP* 거래

지붕/옥상형 태양광 발전

REC도입 의무발전사(21개사)

공급인증서 판매

REC** 거래
(0.7~1.5)

태양광 발전 특장점
1. 최고 효율, 최장 품질 보증의 LG전자 태양광 모듈 시공
2. 기관기계종합보험(CMI보험) 1년간 무료 가입

업계최고

업계최초

- 건물구조 1~3급까지 가능
3. 최대 9년까지 분할 납부 가능

업계최장

4. 발전설비 5년 무상 수리, 인버터 24시간 이내 A/S 조치
* SMP (계통한계가격, System Marginal Price) : 한전에서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는 실시간 전력단가
** REC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Renewable Energy Certificate) :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공급했다는 인증서

태양광 연계형 ESS 개요
태양광 발전소에 태양광 연계형 ESS를 연결하고 매일 10~16시에 발생된 에너지를 충전 후
그 외 시간에 방전하여 고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연계형 ESS

PCS (전력변환장치)

리튬 이온 배터리

충전
(10~16시)

방전
(10~16시 외)

모니터링/제어

EMS (에너지관리시스템)

임야형 태양광 발전

SMP* 거래

송전
(10~16시 ESS초과전력,
10~16시 외 발전전력)

REC도입 의무발전사(21개사)

REC** 거래
(5.0)

태양광 연계형 ESS 특장점
1. 믿을 수 있는 One LG 솔루션(LG U+, LG화학, LG전자)
2. 한국전력공사의 EMS(에너지관리시스템) 적용

업계유일

3. 고객맞춤 설계에 따라 5년 분할 납부 가능
4. 제조업, 대학교 등 풍부한 레퍼런스 보유

태양광 연계형 ESS 수익구조
태양광 발전에 태양광 연계형 ESS를 함께 설치하면 신재생에너지 인증서를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REC

0.7

수익

45

억원

임야형 태양광 발전

+700%

태양광 연계형
ESS

REC

+60%

5.0 72
수익

※ 수익 추정기준
ㆍ 면적 : 5,000평(16,500㎡)
ㆍ 태양광 설비유형 : 임야형
ㆍ 설비용량 : 태양광(1,000kWh), 태양광 연계형 ESS(2,828kWh)
ㆍ 수익기간 : 태양광 발전(25년), 태양광 연계형 ESS(15년)
ㆍ 가격조건 : 태양광 발전(장기고정가격), 태양광 연계형 ESS(최근 6개월 평균 현물가)

에너지 전문상담 1800-6009

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