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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business model that uses renewable energy centered on 

solar power to generate electricity by using the roof of an apartment and utilize it in the form of 

distributed resources. Therefore, using Eco-science methodology optimized to develop a 

convergence industry model, service derivation through analysis of new and renewable energy 

environments, an innovation model of the existing ecosystem to implement the service, and a 

business model based on the innovation ecosystem were designed. As a result, an innovative 

business model that applied a virtual fee offset system using solar power generation facilities in 

the idle space on the roof of an apartment in the city was presented.

주요어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가상넷미터링, 에코 사이언스, 비즈니스 모델

Keywords: Renewable Energy, Solar Power, Virtual Net Metering, Eco-science, Business Model

서 론

‘19년 6월에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

전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에너지전환 정책들의 시

행으로 인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의 설비는 ’18년 기준 전년대비 38.8%가 증가

했으며, 발전량은 전년대비 30.5%가 증가했다. 전력 시장 구조는 AICBM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net of things, Cloud, Big data, Mobile) 등의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과 함께 융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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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향적이고 수직적이었던 구조에서 다방향적이고 수평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에너지를 직접 생산하고 소비하는 주체인 ‘에너지 프로슈머’의 역할 또한 점점 확장되

고 있다(Rodríguez-Molina et al., 2014).

따라서 최근 지속가능한 에너지원 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절감에 대한 노력은 전 세계적으

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관련 에너지 신기술 및 ICT의 융합을 통해 분산 자원 기반

의 네트워크형으로 에너지 프로슈머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

다.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국경을 

막론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Richter, 2013; Kim, 2016; Kwon et al., 2020). 반면, 국

내의 실정을 고려하여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전력상거래 시장은 본이 보유한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량을 단독으

로 사용하고 남는 전력은 소규모의 용량으로 일반 소비자가 직접 소규모 전력거래를 하기 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이다. 그러나 가상넷미터링(VNM: Virtual Net Metering)을 활용하면 도심 내 

아파트 옥상의 유휴 공간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활용하거나 곳곳에 흩어져 있는 소규모의 분산 

자원을 공유하고, 다수의 소비자가 활용 할 수 있어 보다 효율적인 생산 전력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환경 분석을 통한 서비스 도출,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

한 기존 생태계의 혁신 모델, 혁신 생태계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 과정을 통합적으로 고

려하는 에코사이언스(Eco-Science)(Kwon, 2015)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소

규모의 신재생에너지발전 설비 보유자들과 공간의 부족하여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유할 

수 없거나, 전력 소비패턴이 다양한 소비자들을 공유공동체이 이용할 수 있는 가상넷미터링

(VNM: Virtual Net Metering)을 적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객관성 입증을 받았다. 

이론적 고찰

가상넷미터링(VNM)

기존 요금 상계제도(Net Metering)은 유틸리티 소비자가 개인의 에너지 소비량을 신재생 

에너지 시스템에서 자가 발전된 전력을 활용하여 차감 계산할 수 있는 전력 사용 제도이다

(Mitscher and Rüther, 2012). 이는 신재생 발전설비의 높은 초기 구축 비용과 자가 발전된 전

력의 저장이 불가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6년 기준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전 세계의 52개국이 이 제도를 채택했다(Ahn, 2016).

가상넷미터링(Virtual Net Metering, VNM)은 본인이 보유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잉여

전력만 상계가 가능한 기존 방식을 개선한 형태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다수의 가구가 공용의 전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일정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 전력 사용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박민수와 김진호, 2019). 이는 제 3의 장소에 구축된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스템의 전력을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가 활용하게 함으로써, 분산된 자원을 통합하

여 하나의 가상 발전소 형태로 관리하는 서비스다(Cho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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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의 비즈니스 모델로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의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와 독일의 소넨 커뮤니티(Sonnen 

Community) 등이 있다.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VNM을 활용한 다양한 실증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7,000세대를 대상으로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와 Demand Response 

(DR)를 활용한 다양한 전기 요금제를 운영하고, 500세대 2개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부지에 태양

광 설비를 설치하여 생산한 전력을 활용하여, 전력 수요가 높아지는 건물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 서울의 스마트 에너지 공동체에서는 서울 소재 아파트 2,000세대와 저층주거 

및 상가 건물 1,000세대를 대상으로 선택형 요금제를 운영하고, 공용부지에 설치된 태양광 설

비를 활용하여 발전한 전력을 공동체에 공유하는 분산 전원형 발전 서비스를 추진 중에 있다.

에코사이언스 방법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

존 비즈니스 모델을 수정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모호하다. 이에 학계에서

는 기업, 컨설턴트 혹은 창업가가 활용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방법론을 

개발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 중 대표적으로 융합산업 개발에 적합한 고객가치 중심의 에코

사이언스(Eco-Science) 방법론이 있다(Kwon, 2015). 이 방법론은 단계(Phase)-세부단계(Activity)- 

도구(Task)로 구성되어 있다. 단계란 핵심요소인를 기반으로 서비스 도출, 융합생태계 정의, 

비즈니스 모델 전략, 플랫폼 구축, 서비스 구현 5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각 단계의 하위 단에

는 4-5개의 세부단계가 존재하는데, 이는 각 프로젝트의 수행단위이다. 마지막으로 세부단계

의 하위에는 다양한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프로젝트 수행 및 관리를 위한 최소 

단위이다. 결과적으로, 에코사이언스 방법론은 총 5개의 단계, 21개의 세부 단계 그리고 48개

의 도구가 배치되어 있다.

Phase1(서비스 도출)에서는 대상산업을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서비스 아이디어를 도출한다. 

서비스 지배 논리에 따라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때 새로운 서비스는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며 가치를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심도있

는 거시적 환경분석(PEST)이 요구된다. Phase2(융합생태계 정의)에서는 이해관계자 도출, 이

해관계자 간 관계정의, 가치의 흐름을 제시하며 현재 생태계(AS-IS)와 미래 생태계(TO-BE) 

모형을 분석한다. 비즈니스 생태계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의존, 공생, 공진화, 경

쟁, 협력, 가치창출, 가치공유 등을 핵심 개념으로 하며,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공진화와 혁신이 발생한다(Moore, 1993; Morelli, 2006; Lusch and Nambisan, 2015).

Phase3(비즈니스 모델 전략)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기반으로 사업 모델을 구상하

며, 고객 가치제안, 핵심활동, 핵심자원, 핵심파트너, 고객관계, 채널, 고객 세분화, 비용 및 수

익 흐름을 예상한다.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으로서 전략을 제시한다(Vargo 

and Lusch, 2004). Phase4(플랫폼 구축)과 Phase5는 사업화 단계이며,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완성된 후에 실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자 할 때 추진한다. 본 연구는 신재생 에너지 공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목적이 있으므로, 에코사이언스 방법론의 Phase 

1, 2, 3을 적용하고자 한다.



A Study on Business Model Development for Renewable Energy Sharing Community: Based on Eco-Science Method

Journal of KIAEBS Vol. 15, No. 1, 2021 ∙ 43

비즈니스 모델 개발

서비스 도출

Phase 1 서비스 도출은 거시환경분석(PEST: Politics, Economy, Social and Technology Analysis)

과 문제정의(How might we?)를 바탕으로 서비스 컨셉을 설계하는 순으로 진행된다(Figure 1). 

거시환경분석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현황을 개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문제정의는 고객 가치를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 도출의 기준을 설계하는 단계이다.

Figure 1. Eco-Science Framework

Table 1과 같이 먼저 정책(Politic)적 측면을 살펴보면, 정부는 2019년 6월 확정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

표하으며, 주요 아젠다로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포함

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력과 산업부 등 정부 차원에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한 범국민적 참

여 촉진과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경제(Economic)

적 측면을 살펴보면, 2020년 글로벌 태양광 수요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됐으나, Big2(미국 및 중국) 시장의 양호한 수요 증가로 인해 오히려 성장하였다(강정화, 

2020). 결과적으로 태양광 에너지 시장 규모가 증가 추세이나, 아직까지는 생태계 이해관계

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장려할 유인기제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그

들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경영학적 측면의 전략이 필수적이다. 즉, 향후 ICT 융복합 기

술 활용의 주체가 될 에너지 프로슈머 중심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사회(Social)적 측면을 살펴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환경 친화적이며, 특히 태양광 에너

지는 청정하고 무제한이라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 증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 에

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비즈니스 생태

계 관점에서 참여 이해관계자와 그들의 관계를 학술적으로 개념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술

(Technic)적 측면을 살펴보면, 에너지 기술과 ICT 기술의 융합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기술혁신

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ICT 기술은 소규모 분산형 자원의 연계를 통해 분산적 혹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유연한 분산형 에너지 공급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전력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실현하게 한다(Ju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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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ase1 Derive Services

Politics

(P)

•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olicy direction of the 3rd Basic Energy Plan as 

“consumer-centered”

•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New and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Use, 

Dissemination, and Promotion Act’

• KEPCO expands rate discount standards and implements an incentive system to 

spread the supply of renewable energy and ESS.

• The Ministry of Industry announced plans to foster the demand resource trading 

market, and proceeds with the demand resource trading pilot project.

Economy

(E)

• Rapi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facilities and power generation centered on solar power

• The market size of renewable energy, ESS, and electric vehicles continues to increase.

• It is predicted that various stakeholders will participate in the market through the 

private opening of electricity transactions.

Social

(S)

• Expected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GHG reduction based on the development 

of energy support management services

• The government-led power transaction demonstration project between neighbors has 

been implemented, and energy prosumers are emerging as a new entity that can 

change the energy market paradigm centered on existing power vendors.

Technology

(T)

• Convergence of energy-ICT technology enables energy trade and sharing between 

different buildings and devices, and realizes efficient energy use through supply and 

demand forecasting at the energy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ge.

• Overseas, consumer-oriented service creation through energy sharing transactions 

using VNM, VPP, EMS, ESS, and DR

▼                ▼                 ▼

How

might we?

• Need to solve social problems such as energy saving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 Need to apply solar energy and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system

• Need for a management strategy that can participate nationally

Service
• Business model from the perspective of VNM for vitalization of solar energy sharing 

community

거시적 환경분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중 태양광 에너지와 분산형 발전 시스템을 적용한 

사업모델을 개발을 위해 범국민적으로 참여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가능성이 있는 경영전

략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에너지 공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VNM을 적용

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비즈니스 생태

계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관계 설정을 선행하고자 한다. 

융합생태계의 정의

Phase2 융합생태계 정의는 문헌연구를 통해 현재 산업의 이해관계자를 도출하고, 그들간

의 연관 관계를 분석하여 현재 비즈니스 생태계(AS-IS)을 도식화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앞서 도출한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미래 비즈니스 생태계(TO-BE)가 어떻게 선순환 구조로 

변환될 수 있는지 도식화하는 과정을 거친다.

비즈니스 생태계란 상호작용하는 산업 이해관계자의 느슨한 공동체로 정의된다. 비즈니

스 생태계를 도식화하는 생태계모형은 복잡한 산업 구조를 파악하고 전략을 구축할 수 있다

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산업 분야마다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무궁무진하여 융합 생태

계를 표현하는 모형을 활용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드와 액터를 활용하여 융합생태

계를 가치사슬 형식으로 표현하는 ‘서비스 가치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다. 서비스 가치네

트워크의 모형에서 가치 행위 주체는 크게 6가지로 구분되며 자세한 역할은 Table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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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rvice Value Network Actors

Consumer
• Services produced by service providers and multiple applicants are expressed 

and consumed as value at the level of consumers

Service

provider

• Providing services through direct contact with consumers

• An entity that produces services through interactions with applicants and forms 

relationships in the service value network by interacting with consumers

Enabler

Tier1 •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directly to service providers

Tier2 • Providing services and products to first combination applicants

Auxiliary

• Providing services and products to applicants for the first combination This 

refers to functions that are not limited to specific industries and are the basis 

for the entire society

Contextual

influences

• Refers to a social,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that can have a 

strong impact on the business ecosystem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AS-IS 생태계를 도식화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에너지 시장의 가치사슬은 제조(Tier2), 발전(Tier1), 송배전 및 판매(Service providers), 

소비(Consumers)로 구성되어 있다. 제조(Tier2)에서는 태양광 패널 제조를 위한 셀 모듈, 잉

곳, 폴리실리콘 업체가 포함되며, 이후 완성품인 태양광 패널이 제조된다. 다음으로 발전

(Tier1) 단계에서는 태양광 패널이 발전처에 납품되는데, 대형 발사로는 한국전력공사의 발

전사회사와 대기업의 SK 등의 민자발전회사가 존재한다. 이외에 1MW 이하의 소규모 태양

광 패널 보유자도 존재한다. 요금상계제도(Net Metering)에 의해 이들은 자가 발전 설비를 통

해 전기를 생산하고 남은 잉여전력을 전력망에 공급하여 재판매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재 에

너지 시장의 대부분은 발전자회사와 민자발전회사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들이 발전한 에너

지는 송배전 및 판매(Service providers)를 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로 넘어간다. 우리나라에

서는 송배전은 한국전력공사가 독점으로 진행한다. 다만, 판매의 경우 전력거래소가 담당하

여 한국전력공사에 데이터를 전달한다. 

Figure 2. Phase2 VNM AS-IS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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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소비(Consumers) 단계 역시 한국전력공사와 이루어진다. 소비자는 크게 산업용, 

상업용, 가전용 소비자로 구성된다. 이때 산업용 소비자는 일반 산업뿐만 아니라 신재생 에너

지 발전량을 맞춰야하는 민자발전회사도 포함되며, REC 시장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음으로, 

앞서 Phase1에서 분석한 태양광 에너지 공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VNM 관점의 비즈니스 

모델을 추가하여 TO-BE 생태계를 도식화하면 Figure 3과 같다. 기존 생태계에서 변경한 내

용은 붉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다.

제조(Tier2)를 제외한 부분이 변경되었다. 먼저 발전에서는 가상발전소(Virtual Power 

Plant; 이하 VPP)가 추가되었다. VPP란 중앙계통에서 관리가 불가능한 소규모 DER을 하나

의 발전 프로파일로 통합하여 분산형자원의시장참여 및 통합운영을 통한 사업기회 확대하는 

방식이다. 기술적으로 마이크로그리드와 유사한 개념이며, VPP는 도매전력시장 참여를 통

한 전력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발전사업’ 형태의 사업 모델이 적용된다.

송배전 및 판매(Service providers) 단계에서는 VPP로 발전된 에너지 중 잉여 에너지가 

VNM 사업자에게 판매된다. 즉, 한국전력공사가 공급독점으로 송배전하던 현재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이다. 또한 VNM 사업자도 한전에게 대규모 전력을 판매할 수 있다. 이러한 형식

으로 변환되기 위해서는 VNM 사업자가 한국전력공사에게 제공하는 전략적 이익이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Consumers) 단계에서는 VNM 사업자와 한국전력공사가 공존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원하는 방식으로 계약하여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 

Figure 3. Phase2 VNM TO-BE Ecosystem 

비즈니스 모델 전략

본 비즈니스 모델의 주체는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공유하는 가상발

전소(Virtual Power Plant, VPP)를 구축하고 VNM을 통한 전력 거래를 하는 사업체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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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과 원리를 9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가시적으로 설명하는 Osterwalder and Pigneur(2010)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방

법을 활용하여 Figure 4와 같이 표현하였다. 

Figure 4. Phase3 VNM Business Model Canvas

(1) 가치 제안(Value Proposition)

가치 제안에서는 기업이 대상 고객에게 자사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

는 가치를 기술한다. 해당 주체가 VNM을 기반으로 전력 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

자에게는 우선 태양광에서 발전한 전력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전력 비용을 감소하게 

한다. 또한 태양광 설비를 위한 옥상 부지를 제공하는 아파트에게는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

한 전기를 우선 제공함으로써 아파트의 관리 비용을 절감 효과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 사업자는 거주민에 대해 저렴한 운영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해당 서비

스에 참여하는 아파트는 국가에서 인증하는 ‘녹색 건축물 인증’1)을 부여받을 수 있다. 본 인

증제도를 통해 해당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의 세제 혜택 또한 얻을 

수 있다. 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주체의 측면에서는 아파트 옥상을 활용함으로써 설비 투

자에 대한 접근성 있는 대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 내에 가상 전력 발전소 기반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태양광 발전 전력을 개인 간에 거래를 가능케 함으로

써 기존의 EMS 서비스와 통합한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공급 과잉으로 가격 저

하의 문제를 겪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1) “녹색건축인증 G-SEED,”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s://www.gbc.re.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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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객 구분(Customer Segments)

고객 구분에서는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고객을 정의한다. 본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적인 고객은 크게 산업용 전기를 필요로 하는 대

규모 공장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RPS)를 따라 

일정량의 신재생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산업용 소비자, 대형 쇼핑몰 

및 교육 시설로 구성된 상업용 소비자, 전력 비용 감소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구매하

거나 가정 내에서 발생한 잉여 전력을 판매하고자 하는 일반 가정으로 구성된 가전용 소비

자로 구분된다.

(3) 채널(Channels)

채널 블록에서는 기업이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단

을 기술한다. 본 비즈니스 모델은 플랫폼 형태로 다면적인 이해관계자와의 관계를 갖게 된다. 

따라서 본 비즈니스 모델의 채널은 B2C와 B2B 형태로 구분된다.

(4) 고객 관계(Customer Relationships)

고객 관계에서는 핵심적인 고객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을 기술한다. 먼저 핵심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사업의 주체는 태양광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에 대한 무료 견적 서비

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신축 아파트에 대한 사업 제안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가정 에너지 

혹은 주거 관련 컨벤션에 참여하여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 본 플랫폼을 활용하기 위한 개인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체 광고도 진행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입된 고객을 유지하는 

방안으로는 에너지 복지 사업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활동(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을 실시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의 현황을 어플리케이션 혹은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

간으로 공유하여 고객들의 거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5) 핵심 활동(Key Activities)

핵심 활동 블록은 사업 주체가 비즈니스를 영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업무를 의미한다. 본 

비즈니스 모델에서의 사업 주체에게 요구되는 핵심 활동은 크게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설

치, 생산 전력 활용 및 판매,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이다. 태양광 설비 설치 활동은 아

파트의 태양광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태양광 설비를 보유한 아파트에는 전

력 저장을 위한 ESS 설치 및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며, 설비를 미보유한 아파트에는 태양

광 패널 설치와 유지 관리 및 ESS 설치를 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이후 생산 전력

을 판매하는 활동에서는 본 사업 주체가 발전된 전력의 일부분을 해당 아파트에 제공한 후 잉

여 전력을 판매하거나 아파트 관리 사업체의 전력 운영을 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

로 본 비즈니스 모델에 개인의 전력거래를 포함시키기 위해서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

축해야 한다. 



A Study on Business Model Development for Renewable Energy Sharing Community: Based on Eco-Science Method

Journal of KIAEBS Vol. 15, No. 1, 2021 ∙ 49

(6) 핵심 파트너(Key Partners)

핵심 파트너는 비즈니스 모델을 위해 사업 주체와 협력하는 이해관계자를 의미한다. 본 사

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한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와 태

양광 패널의 제조업체가 협력되어야 한다. 또한 생산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 운영과 배

전망을 소유하고 있는 전력거래소 및 한국전력공사와의 연결 또한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본 서비스에 차별점을 제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는 EMS 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업체로서, 이

들은 개인 소비자들의 전력 거래와 거래된 전력의 사용처의 다양화를 위한 전략에 협력할 수 

있는 주체들이다.

(7) 핵심 자원(Key Resources)

핵심 자원은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 사업 주체에게 필요한 중요 자산을 의미한다. 

핵심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핵심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본 비즈니스 모델의 사업 주체는 태양

광 패널 설비를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고 유지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들이 필요하

다. 더불어 전력 시장의 데이터와 개인 및 신재생 발전업체들의 발전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전력 거래 프로그램을 개발 할 수 있는 역량 또한 필요하다.

(8) 비용 구조(Cost Structure)

비용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는데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의미한다. VNM을 기반

으로 한 전력 거래 비즈니스 모델에는 아파트의 태양광 설비 보유 여부에 따라 태양광 패널 설

치 비용이 투자되어야 하며, 발전된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

하기 위한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 또한 지속적으로 투자된다.

(9) 수익 구조(Revenue Structure)

수익 구조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사업 주체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시키는 

수익을 의미한다. 본 비즈니스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수익원은 신재생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여 발생하는 판매 차익이다. 사업 주체의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을 통

해 전력 거래 및 각종 서비스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비즈니스모델 검증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상넷미터링 비즈니스 모델의 객관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력거래 및 

비즈니스 모델 관련 산/학/연 전문가 8인을 전문 평가 위원단으로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였

다. 평가항목은 Table 3과 같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우수성, 업계 파급력, 활용 가능성, 사회

적 우위성 등 4가지 항목으로 구성하였다(각 25점 만점, 총 100점). Table 4와 같이 전문 위원

단 평가 결과, 평균 86.88점으로 성공 평가를 획득하여 객관성을 입증하였다(80점 이상: 성

공, 79-60점: 보완필요, 59점 이하: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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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valuation Items and Criteria

Items Evaluation Criteria

Superiority 

• The completeness of the business model is poor and needs to be significantly modified 

: 1 point

• The business model is highly complete and can be commercialized immediately : 25 points

Availability

• The target market is narrow and technology can be used only in the relevant field : 1 point

• The target market is wide and it is smoothly applied to other field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 : 25 points

Industry 

impact

• Simple product improvement : 1 point

• High possibility of causing industry reorganization, high possibility of breaking the 

market structure built by strong selection companies : 25 points

Social 

advantage

•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can be caused and are at a 

level of concern : 1 point

• There are no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and technology 

and services in the business field that are favored : 25 points

Table 4. Evaluation Results of VNM Business Model

Items
Evaluation Committee

Avg.
A B C D E F G H

Superiority 20 20 20 23 21 22 23 20 21.13

Availability 18 23 21 22 22 18 20 25 21.13

Industry impact 21 22 20 22 23 21 23 25 22.13

Social advantage 23 22 22 23 24 21 20 25 22.5

Total 82 87 83 90 90 82 86 95 86.88

결 론

본 연구는 국내의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재생 에너지를 아파트 옥상을 활용하여 전력을 생

산하고 이를 분산 자원의 형태로 활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본 비

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에코사이언스 방법론을 기반으로 PEST 분석을 기반으로 한 서

비스 도출,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 가치 네트워크 형태의 생태계 표현 및 비즈니스 

모델 개발의 단계를 거쳤다.

Phase1 서비스 도출 과정에서 거시적 환경분석을 통해 신재생 에너지 공유공동체 활성화가 가

능한 서비스 모델 도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Phase2 융합 생태계 정의에서는 기존의 신재생 

에너지 가치사슬에서 VPP와 VNM 기반의 전력거래 사업자가 등장함으로써 생태계 혁신이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새로운 생태계에서의 VNM 기반 전력 거래 사업자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 보유여부에 따른 전력 판매 운영 방식을 채택하여 산업 전력 절감을 위한 전력 판매 

및 에너지 통합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전력 거래를 유도할 수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 산업 초기 성장기에 있는 VNM 기반의 전력 거래 산업에 대한 서비스 도출, 생태

계 표현 및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관련 사업 모델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기반으로 한 해당 산업의 성장과 함께 

VNM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들에 블록체인, 인공지능 등의 다양한 기술의 융합 전략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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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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