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번 MOU 체결은 활발히 시행 중인 DR 제도를 기업들 사이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

에너낙코리아(유)   에너낙 코리아가 9월 1일 안산

상공회의소와 가상발전소라 불리는 전력 수요반응 

제도(Demand Response/DR) 참여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체결은 활

발히 시행 중인 DR 제도를 기업들 사이에 확산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DR 제도란 전체적인 에너지 수급 상황을 모니터

링해 실시간으로 사용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고 전

력 피크시간대에 수요를 줄여줌으로써 실제 공급

을 늘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는 정부 주도

의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는 가상발전소라고도 불

린다. 추가 발전소 건설이 없으므로 비용이 들지 않

고, 탄소배출 문제가 해결되는 등 여러 이점으로 인

해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되

고 있다. 국내에는 2014년 도입되어 약 3기가와트

(GW) 규모의 전력이 거래되고 있다.

안산상공회의소와 

가상발전소 확대 협력 MOU 체결

에너낙 코리아와 안산상공회의소가 수요반응 제도 확대 협력 MOU를 체결했다.
(왼쪽) 김진근 안산상공회의소 사무처장, (오른쪽) 김형민 에너낙 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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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상공회의소는 해당 제

도의 이점을 높이 평가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회원사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

로 안산상공회의소가 글로벌 전력수요반응 1위 업

체인 에너낙과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 사항을 규정하고 회원사들이 DR 제도에 적

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안산상공회

의소 건물 또한 에너낙코리아를 통해 전력수요반

응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안산상공회의소 김진근 사무처장은 글로벌 1위 

기업인 에너낙과의 협력을 통해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에 대한 노하우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안산 

지역 기업들의 에너지 사용 효율 제고를 이끌어 내

고자 한다며, 이번 MOU 체결은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절약뿐 아니라, 참여 기업들이 원가를 절감

하거나 직원 복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등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낙코리아 김형민 대표는 국가 제도 확산에 

있어 한국 4대 경제단체 중 하나인 상공회의소가 

적극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MOU 체결은 큰 의

미가 있다며, 에너낙코리아는 안산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전력수요 조절 및 예비전력 추가 확보를 위

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낙은 DR 시장의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전 세

계 12개 국가에서 150억 달러 규모의 전력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의 DR 제도 도입 

당시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세계 DR 시장을 주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시장에 맞춤화된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한  

E-스마트 플랫폼을 출시한 바 있다.

에너낙(EnerNOC)에 대하여  

에너낙은 2001년에 설립된 세계 제1위 수요관리 및 에너지 매니지먼트 솔루션 기업

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보스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을 비롯해 

북미, 유럽,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12개 국가에서 에너지 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DR(수요반응) 운영 및 EIS(Energy Intelligence Software : 에너지 인텔리전

스 소프트웨어) 분야의 세계 선두 기업으로서, 15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안정적

인 포트폴리오 운영과 기술로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너낙은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에너지 관리를 통해 에너지 사용 최적화 및 환경 보호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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