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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통 인 굴뚝산업으로 표되는 력산업에서 경쟁과 효
율에 입각한 시장경제 지향의 력산업구조를 선택하게 되는 배경에는 
디지털경제 시 의 도래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의 비약 인 발 과 인터
넷을 이용한 e-Business가 력거래 업무의 주된 흐름으로 정착되고, 
효율 인 발 기술의 등장으로 력산업에 경쟁 인 거래구조의 도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에 지 자상거래를 한 통합된 포탈시스템
(e-Marketplace)의 구축으로 기에 지 자상거래(e-Business)의 주
요 기능에 부합되는 력공 입찰, 력시장가격 조회, 력거래  청
구  결제 서비스를 종합 으로 제공하는 력거래 
e-Marketplace를 구 할 수 있음을 제시하 으며, 력거래 업무 장
에 기에 지 자상거래(e-Business) 비즈니스 모델을 용함으로써 
e-비즈니스 략에 맞는 인 라와 로세스를 확보할 수 있고, e-비즈
니스 추진결과에 따른 력거래 고객만족도 향상, 비용 감 등 부가가
치 증진 요소가 지속 으로 발견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1. 서    론
    력산업구조에서 경쟁과 효율에 입각한 시장경제 지향의 력산업
구조를 선택하게 된 상을 e-Business기술의 발  에서 본다면,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라 수직통합형 력산업구조가 개방형, 네트워크
형 산업구조로 변해간다는 사실이 우리나라 력산업구조에도 용되는 
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 은 와 같은 배경에서 인터넷과 IT기술을 이용하여 
력수요 측 → 발 (생산)공  입찰 → 시장가격결정 → 력생산(공
)량 계량 → 력거래  정산 → 결제로 이어지는 력거래업

무 로세스의  과정을 자상거래(e-Business) 개념으로 재정립하
고, 이를 지원하기 한 기에 지 자상거래(e-Business)통합 포탈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을 련 연구  고객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악 
 분석하며, 이 시스템이 력공  가치사슬(Value Chain) 반에 걸

쳐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며,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기반이 됨으로
써 력산업구조의 신을 도모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다
는 을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

2. 본    론

2.1 해외 전력시장의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 모델

  1990년  국을 시작으로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주 등의 세계 선진
국으로 력거래 시장모델의 도입이 확산되었고, 남미, 아시아, 아 리
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력시장모델을 이미 추진하 거나 는 추진 
에 있다. 

2.1.1 미국 동북부 전력시장 PJM(Pennsylvania, New Jersey, 
Maryland)의 e-Business 포탈사이트 현황

    PJM에서 활용하고 있는 e-Business 도구는 "e-Tools"로 표되

는 인터넷 기술에 바탕을 둔 일련의 응용소 트웨어 그룹웨어이다. 우리
나라 력시장 보다 훨씬 더 다양한 시장기능과 더 많은 시장참여자를 
보유하고 있는 PJM 력시장은 e-Tools를 통하여 실시간 력조류의 
흐름에 한 정보와 력시장에 한 정보를 시장참여자들에게 제공하여 
력거래에 한 비즈니스 의사결정(Business Decision Making)에 도움
이 되도록 하고 있다. 

    PJM의 e-Business는 력시장이 효율 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해
서는 시장참여자들에게 시장에 한 정보가 정확하게 달되고 그 정보
에 시장참여자가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력시장가격 정보는 시장의 변화에 시장참

여자들이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며, 신속한 매도 는 매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수 있게 된다. 시장가격이 오르면 
공 을 담당하는 발 회사는 시장에 참여 하겠다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고 력구매자 측에서는 공장가동 시간을 이동하거나 다른 곳에서 
력을 구매하려 한다는 개념이다.

[그림 1] PJM의 e-Business 포탈시스템 환경 e-Tools 
(https://esuite.pjm.com/mui/)

2.1.2 뉴질랜드(New Zealand) 전력시장 e-Business 포탈사이트 현황

    New Zealand 력시장에서 각종 력시장가격, 력수요 등에 

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e-Business 도구
로서는 "COMIT"시스템 이 있다. 1996년 10월 출범한 New Zealand 
력시장을 표하는 First Internet-Based Trading System으로 알려져 
있는 "COMIT"시스템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력시장 운 에 
필수 인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림 2] New Zealand 전력시장의 e-Business 포탈시스템 
COMIT (http://www.electricityinfo.co.nz/)

2.1.3 영국 전력시장 e-Business 포탈사이트 현황

 력시장 모델의 원조에 해당하는 국 력시장에서 시장가격, 력수

요 등에 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활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e-Business 도구로서는 "Balancing Market Reporting System(BMRS)"
시스템 이 있다. 국 력시장 모델도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
면서 개선작업이 이루어진 끝에 2005년 4월을 기하여 BETTA(The 
British Electricity Trading and Transmission Arrangements)라는 새
로운 시장제도를 도입하 으며, 이러한 시장의 심에서 시장가격을 결
정하고 각종 시장정보를 제공하는 기 으로서 EXELON이라는 기 이 
있으며 력거래 균형시장(Balancing Market)을 운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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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영국 전력시장의 e-Business 포탈시스템 BMRS 

(http://www.bmreports.com/)

2.2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 통합포탈시스템 구축 

2.2.1 전력거래 업무 프로세스에 e-Business모델 도입의 의미

     력시장운  고도화라는 목표달성을 해서는 e-비즈니스 개념

의 도입이 필수 이며, e-비즈니스 략을 통하여 발 경쟁시장(CBP) 
력거래 업무 로세스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력거래 업무의 e-
비즈니스화 략에 맞는 인 라  로세스 확보방안 추진이 요구되고 
있는 이유는 거래  22조원을 상회하는 규모의 력거래 업무에 e-비
즈니스 개념 도입을 통한 고객만족도 향상, 비용 감  가치홍보 효과
를 높여야 할 시 이기 때문이다.

[그림 4] 전력산업에 e-Business모델 도입 개념

2.2.2 정보시스템 개선을 통한 e-Business기반 구축 

2.2.2.1 발전경쟁시장(CBP)에 대한 전력거래 e-Business 개념 도입

   개선  력거래 정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던 시장정보공개시스템의 
일부기능과 입찰정보시스템을 통합하여 인터넷 기반의 력상품 거래 공
간을 구축하 다.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력거래  지불 청구  세 계산서 발
행 기능을 활성화하고, 력시장정보공개  교환을 한 력거래커뮤
니티 포탈을 구축하며, 력시장운 규칙에 따른 거래업무 로세스를 
근간으로 력거래 e-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 다.
   수요와 공 이 균형을 이루는 계에 따라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경제
이론을 력시장 모델에도 동일하게 용하 으며, 측된 력수요에 
따라 력공  입찰이 이루어지는 시장제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통합포탈
시스템의 웹사이트 홈페이지 설계에 반 하 다. (아래 [그림5] 참조) 

    

 [그림 5]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 홈페이지 초기화면

2.2.2.2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 기능별 통합포탈시스템 구축

  ○ 측된 력수요정보 제공 기능
  ○ 력공 입찰 기능 
  ○ 력시장가격 결정, 시장가격 조회  통계 리 기능
  ○ 력량 계량 리  력거래  정산, 청구 기능 
  ○ 력시장참여자를 한 부가기능
 
2.3. 전기에너지 전자상거래(e-Business) 통합포탈시스템 구축의 효과

2.3.1 통합적인 전력거래 e-Marketplace를 구현

     과거 8년여 동안 사용되어 왔던 력거래 정보시스템을 면 개선하여 
력거래 종합 포탈시스템을 통합 구축함으로써 기에 지 자상거래
(e-Business)의 주요 기능에 부합되는 력공 입찰, 력시장가격 조회, 
력거래  청구  결제 서비스를 종합 으로 제공하는 력거래 
e-Marketplace를 구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사용자 편의성 증진측면에서 
력시장 정보의 분류  표 방법을 표보다는 그래  형식으로 개선하게 
되었으며, 정보시스템 정보보안성의 취약 이 보완되고 정보보안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2.3.2 전력시장 활성화에 기여

     침체되어 있던 력거래 업무 장에 기에 지 자상거래
(e-Business) 비즈니스 모델을 용함으로써, e-비즈니스 략에 맞는 인
라와 로세스를 확보하게 되었고, e-비즈니스 추진결과에 따른 력거래 
고객만족도 향상, 비용 감 등 부가가치 증진 요소가 발견되면서 력시장의 
역동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향후 신재생에 지 발   소규모분산 원
에 의한 발 량의 증가에 따라 력시장에 한 심과 시스템 개선 요구는 
지속 으로 증가할 것이며 탄소 녹색성장 시 를 선도하는 종합 인 에
지 자상거래 포탈사이트(Online Energy Trading Platform)로 성장해 나
갈 수 있을 것이다. 

2.3.3 정보시스템 효율 및 성능 향상

    력상품에 한 B2B 자상거래 비즈니스 표 모델 구축으로, 정보시
스템 부하분산을 통한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고, 웹 보안성이 강화되는 등 
정보시스템 효율  성능의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2.3.4 관련기업을 통합 연계하는 전력거래 e-비즈니스 모델 구축

    력상품에 한 B2B 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 구축으로, 향후 국내시
장을 뛰어넘어 세계시장을 무 로 하는 인터넷 기반의 로벌 비즈니스 모
델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력거래 련 기업( 력거래소, 발 회사, 배 /
매회사)과 정보기술/소 트웨어 련 기업과의 력 계 구축을 통한 력거
래 e-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3.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력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취 되도록 하 으며, 력상품을 거래하기 한 e-Market Place를 B2B 
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로서 구축하는 경우, 시장원리에 의한 력설비자
원의 효율 인 운 과 시장정보의 신속한 공개, 발 자원의 경제  배분 운
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력을 거래 가능한 상품으로 
취 되도록 하 으며, 력상품을 거래하기 한 e-Market Place를 B2B 
자상거래 비즈니스 모델로서 구축하는 경우, 시장원리에 의한 력설비자
원의 효율 인 운 과 시장정보의 신속한 공개, 발 자원의 경제  배분 운
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해외 력시장에서의 력거래 e-Business 포탈사이트 운 사례 조사에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기에 지 자상거래(e-Buisiness)개념을 도입한 
력시장은 유럽과 미주 륙의 선진 각국에서 효율 이면서도 성공 으로 운
되고 있으며, 력거래시장의 활성화  경쟁 인 정도(Competitiveness)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악되었다.

    력거래 업무에 기에 지 자상거래(e-Business) 개념을 도입한 IT
시스템의 면 인 개선은 최근 폭발 으로 증가하는 신재생에 지 발 사
업자의 증가  소규모 분산 원의 증가,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를 
표하는 자식 력량계의 보   력수요자원 시장의 확 추세에 발 맞추
어 향후 탄소 녹색성장시 를 선도하는 기에 지 생산, 거래의 종합포탈 
사이트로 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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