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신재생에너지도 늘리고! 충전요금 혜택도 받고!

본 사업은 「도 구축 전기차 충전기 활용 플러스DR 시범사업 」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리드위즈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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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재생 에너지가 생산되는 상황에 따라 참여시간이 달라집니다. (주로 태양빛이 좋은 봄 · 가을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시행)
관련 정보는 플러스DR 하루 전(D-1) 19시부터 ‘스카이블루’ 앱 해와바람에서 참여시간, 대상 충전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분들이 잊지 않도록 하루 전(D-1) 19시, 당일(D-day) 8시에 푸쉬알람으로도 알려드립니다.

플러스DR은 전력공급과잉이 예상되는 경우 일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차단할 때 시행되는 제도로
전력거래소의 예측 및 판단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날씨와 전기수요 예측량에 의해 결정되므로 일정한 시간에 서비스를 지속 시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 구축 전기차 충전기에서 충전시 평소 이용하시는 충전사업자 카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여러개 등록 가능)
▶ 도 구축 전기차 충전기 이용가능 충전사업자 카드 : 환경부, 조이이브이, 차지비, 해피차저 (’21. 11월부터 에스트래픽, 보타리에너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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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521기(급속 282, 완속 239/2021년 10월기준)가 대상이며,

이후 신규 구축된 도 구축 전기차 충전기도 대상자원으로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여건에 따라 도 전기차 충전기 전체가 대상이 될 수 도 있고, 평소 사용량이 적은 충전기, 신규 오픈한 충전기 등으로
대상 충전기가 변동 될 수 있으니 참여 전 스카이블루 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스카이블루 앱 하단의 ‘해와바람’ 메뉴를 클릭하면 확인 가능합니다.

- 플러스DR 참여가능시(해당일 전날 19시부터) ‘해와바람’ 충전기로 표시
- 평소에는 전체 충전기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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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DR 시간내 충전량을 기준으로 1kWh당 50포인트를 스카이블루앱의 G포인트로 지급합니다.(1포인트=1원)
누적 5,000포인트 이상시 탐나는전, 기프티콘으로 전환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 포인트 전환 서비스는 향후 제공 예정이며 시행시 별도 공지 예정

플러스DR 시행 시간내 충전한 양 만큼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예) 플러스DR 해당시간이 12시~13시인 경우, 12시 45분~13시 15분에 충전시 : 12시45분 ~ 13시까지의 충전량 만큼만 포인트가 지급

플러스DR 참여일 기준으로 최대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G포인트로 지급됩니다.

포인트 지급과 관련한 추가 문의는 스카이블루 카카오채널을 활용하여 1:1상담을 통해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