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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본 논문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기난방 수요의 증 상
이 에 지이용효율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인지 난방방식별 효율성을 
객  기 에서 분석하 다. 난방방식으로는 기난방, 가스난방, 유류
난방 방식을 채택하 으며, 동일한 난방서비스 공 을 한 1차에 지소
비량, 이산화탄소배출량, 그리고 연료비용을 비교분석하 다. 한, 에
지원별 에 지가격정책에 따른 가격왜곡 상의 유무에 따른 향을 시
나리오에 기 하여 분석하 다. 본 연구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기
난방 특히 열난방방식( 열난방수요의 20%)을 가스난방으로 환할 
경우에 연간 7,214억원의 사회  편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1. 서    론

  최근 기난방 수요가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최 력 실 시
도 하계를 비롯해 동계에도 실 되는 Dual Peak 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계발 설비의 추가증설요구로 사회 비용을 유발
될 수 있어 국가  에 고찰할 필요성이 두되고 있고 있다[1]. 
한, 고유가로 인한 기난방수요의 증 상을 난방방식간의 상호 체
특성을 활용하여 에 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할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난방방식별 난방에 지 흐름도를 작성하여 에 지 환
과정의 효율  손실을 반 한 1차에 지소비량  이산화탄소 배출량
을 동일한 기 으로 산정하여 난방방식별 비교우 를 분석하 다. 한, 
에 지원별로 에 지가격정책이 상이하게 용되고 있어 난방방식별 비
용이 달라지므로 이러한 에 지가격왜곡 상의 향에 해서 난방방
방식별로 4가지 가상 시나리오를 상정함으로써 에 지가격조건하에서 
난방방식간의 비교우 를 분석하 다. 
  국가  차원에서 에 지이용효율성이 낮은 난방방식을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의 환하는 통합수요 리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사회  편익
을 정량 으로 시산하 다.  

2. 난방전력수요 현황

  '07년 이후 국내 난방부하 비 이 동계최 수요의 약 22%를 상회하
고 있어 그간 하 기에만 문제시되던 력수  책이 동 기에도 필요
한 상황이 되었다. 이는 난방용 에 지원인 등유  가스 등의 가격이 
유가 등으로 기에 비해 열량기 에서 상 으로 높아지면서 기난
방수요가 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 동계 첨두부하시간 가 과거 19시 근처에서 최근은 주간 시간
로 이 되고 있는 상은 주간시간  기난방기기의 사용비 이 높아
지고 있음을 반 하고 있다. 

  <표 1> 난방부하 변화추이

구분 '02 '03 '04 '05 '06 '07 '08

난방부하(만kW) 725 825 903 1,013 1,097 1,341 1,415

년 비 증가량(만kW) 68 100 78 110 84 244 74

동계피크(만kW) 4,506 4,637 4,999 5,445 5,551 6,095 6,265

난방부하비 (%) 16.1 17.8 18.1 18.6 19.8 22.0 22.6

※ 한국 력거래소, 동계 최 력 발생일 기  난방부하, 기온반응함수  피크일 기온분포를 
이용한 난방부하 추정

  국내 력수요는 '08년 62,794MW에서 '22년 81,805MW로 증가하고, 
설비 비율은 '11년까지 6∼10% 수 에서 '12년 이후는 12∼24% 수
으로 증가할 것으로 망됨에 따라 단기수 측면의 응이 실히 필요
한 시 이다. 향후 난방 력수요가 총 력수요의 22% 수 을 유지한다
면 '22년의 난방 력수요는 약 18,000MW에 이를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보다 실효성 있는 수요 리 책 수립이 필요하다.  

3. 분석방법 및 절차

  3.1 분석방법
  난방방식별로 동일한 난방에 지를 공 하기 해 요구되는 1차에
지소비량을 에 지변환 효율  손실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이에 에 지
가격(도입가격, 공 가격, 용요  시나리오)을 용하여 난방방식별 공
비용을 시산 분석하 다[2][3]. 본 연구에서 <그림 1>과 같은 난방 에
지 흐름도를 통해 분석하 다.

<그림 1> 난방 에너지 흐름도

  난방공 방식은 기난방, 가스난방, 유류난방을 심으로 평가하며 
용 기술별로 세분화하여 총 6개 기술별 난방서비스 공 비용을 분석
하 으며, 기난방은 'EHP'  ' 열기', 가스난방은 'GHP', ‘가스보일
러’  '흡수식', 그리고 유류난방은 '콘덴싱 보일러'를 분석 상 기술로 
선정하 다.
  동일한 난방서비스를 공 하기 한 공 방식별 규모(4층건물, 300
㎡/층, 체 1,200㎡(364평))를 상으로 공 비용을 산정하고, 난방방식
간의 환을 통해 통합수요 리를 실 할 경우 발생하는 사회  효용을 
시산하 다. 한, 에 지원별 수 특성( 력은 하고동 , 가스는 동고하
, 유류난방은 동고하 (연료측면))을 감안한 공 방식간 체 편익을 
도출하 다. 

  3.2 분석전제
  난방방식  난방기술별 COP 는 이용효율은 <표 2>와 같으며, 
기난방의 공 단 효율은 LNG 복합화력 발 기와 유기력 발 기가 각
각 75%와 25%로 공 함을 상정하고 각 발 기의 효율은 송 단을 기
으로 LNG 복합화력 45.47%와 유기력 35.16%를 용하 다[4].

  <표 2> 난방기술별 COP 또는 이용효율

구 분 기술
COP or 이용효율(%)

공 단 이용단 종합

기난방
EHP

41.01%
3.12 1.26

열기 95% 38%

가스난방

GHP - 1.2 1.2

가스보일러 - 95% 95%

흡수식 - 1.2 1.2

유류난방 등유콘덴싱보일러 - 95%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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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시나리오 구성
  공 방식별 동일 난방 서비스를 공 하기 한 1차에 지 소요량을 
산정한 후 해당 연료(1차에 지)에 용할 에 지가격에 한 시나리오
는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기난방의 경우에는 1차에 지 가격의 
왜곡이 존재하고 있으며, 최종에 지에 있어서도 용도별 는 업종별 교
차보조가 시행되고 있어 타 난방방식과의 직 인 비교는 어려운 상황
이다. 한 가스난방의 경우에도 난방용 요 이 용되고 있으므로, 이
러한 에 지가격구조의 왜곡 상의 향을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
는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4가지 에 지가격 시나리오를 통해 
난방방식별 공 비용을 분석하 다[4][5].

  <표 3> 난방서비스분석을 위한 에너지가격 시나리오

안

1차에 지 
가격보조

최종에 지 
가격보조 의미

기 가스 유류 기 가스 유류

기 안 X X X X X X 본원  에 지가격

안1 X X X 있음 X X 기요  교차보조 시행 

안2 발 용 - - X 난방용 - 연료부문 교차보조 시행

안3 발 용 - - 있음 난방용 - 행 에 지가격 구조
※ 난방용은 업무난방용 공 가격임, 한 가스부문의 최종소비자 교차보조 없음 

  <표 4> 에너지가격 시나리오별 연료비용

연료
가격 
안

1차에 지 가격
(원/Gcal) 최종에 지가격

발 용 난방용 기요
(원/kWh)

가스요
(원/N㎥)

등유가격
(원/ℓ)LNG 유 LNG 등유

기 안 50,203 48,899 50,203 104,637 112.60 529.64 936.5

안1 50,203 48,899 50,203 104,637 97.68 529.64 936.5

안2 44,630 38,553 53,066 104,637 98.37 559.84 936.5

안3 44,630 38,553 53,066 104,637 97.68 559.84 936.5

  
4. 통합수요관리 효과분석

  4.1 난방방식별 분석 결과
  1차에 지소비량 측면에서 EHP, 흡수식냉온수기, GHP, 가스보일러, 
유류보일러, 기타 기난방 순으로 기술  우 가 평가되었으며, 이  
열기 기난방이 1차에 지 사용량 측면에서 가장 취약한 난방기술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난방방식별 주요 분석결과

 분 류 단 EHP 열기 GHP 가스
보일러

흡수식 콘덴싱

1차에 지
소비량

Gcal/㎡.년 0.136 0.447 0.164 0.201 0.153 0.201

상 비교 83.2% 273.3% 100% 123.1% 93.8% 123.1%

CO2배출량
tCO2/㎡.년 0.0347 0.1141 0.0386 0.0474 0.0360 0.0590

상 비교 89.9% 295.6% 100% 122.8% 93.3% 152.8%

연료
비용

기 안 천원/㎡.년 7.51 24.67 8.31 10.20 7.75 20.05

안1 천원/㎡.년 6.26 20.55 8.12 10.02 7.66 19.87

안2 천원/㎡.년 6.56 21.54 8.58 10.58 8.09 19.91

안3 천원/㎡.년 6.26 20.55 8.53 10.53 8.07 19.87

  CO2측면에서는 1차에 지 소비량의 기술우선순 와 동일한 우선순
를 가지나 배출량이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HP (100%)에 
비해 EHP는 89.9%, 흡수식냉온수기는 93.3% 수 에서 CO2가 배출됨으
로써 CO2측면에서는 EHP나 흡수식냉온수기가 비교 우 에 있고, 가스
보일러는 122.8%, 유류보일러는 152.8%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며, 
열기 기난방은 GHP(100%)에 비해 295.6%의 CO2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CO2배출측면에서도 열기 기난방이 매우 취약한 난방기술로 
평가되었다.
  기난방은 1차에 지 소비량  CO2배출량 측면에서 열기 등의 
기타 기난방방식이 EHP난방방식에 비해 동일 난방서비스를 공 하기 
해 3.29배의 1차에 지를 더 소비하며 동일비 으로 CO2를 추가 배출

함으로써, 열기 등의 기난방방식의 확 는 국가  차원의 에 지이
용합리화를 해하게 된다. 
  가스난방에 있어서는 GHP와 흡수식냉온수기가 유사한 수 의 에 지
를 이용하고 있으며 가스보일러에 비해서는 우수한 난방방식으로 평가
되고 있다. 유류난방의 경우에는 1차에 지 소비량  CO2배출량 측면
에서 열기 등의 기난방방식에 비해서 약 45%의 에 지 감과 동
시에 45%의 CO2 배출 감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 난방방식의 전환효과
  본 논문에서는 난방방식간의 1차에 지 소비량, CO2배출량, 연료가격
에 따른 연료비용, 그리고 연간 시스템비용 등을 분석 인 방법으로 검
토하 다. EHP 기난방과 GHP  흡수식냉온수기 가스난방은 1차에
지 소비량  CO2 발생량 측면에서 차이가 크지 않아 난방방식의 

환을 통한 에 지소비 감  환경편익 측면의 제도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다만, 력부문에서 Dual Peak 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난방용 력수요의 확 는 발 설비 추가증설에 한 요구가 
확 되어 사회  비용이 유발될 수 있다.
  한, 열기 등 열난방방식의 에 지이용 측면의 비효율성이 매우 
큼이 정량 으로 확인된 바, 지속 으로 열기 등의 열난방 수요를 
일 필요가 있으며, 기술채택을 한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단계 으로 
열난방방식에서 유류난방방식으로, 유류난방방식에서 가스난방방식으

로, 그리고 가스난방방식에서 EHP 기난방방식으로의 난방방식의 
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가스난방기술의 COP(1.2)가 기술개발을 
통해 1.4이상으로 제고된다면 EHP 기난방방식에 비해 우 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이러한 난방방식간의 체효과를 산정하기 해서는 열난방방식의 
정확한 수요가 필요하나 그 규모를 추산하는 것이 쉽지 않아 체 기
난방수요(14.15GW, 한국 력거래소)의 약 20% 규모를 열난방방식으
로 상정하여 그 체효과를 분석하 다[6][7].

  <표 6> 난방방식 전환효과(전열난방→GHP가스난방)

구분 환규모별 환효과

방식
환

환규모 % 10% 15% 20% 25%

환수요 MW 1,415 2,122 2,830 3,538

발 설비 건설회피비용 억원 1,514 2,271 3,028 3,785

1차
에 지

기난방(복사) Gcal 6,008,693 9,013,039 12,017,385 15,021,731 

가스난방(GHP) Gcal 2,198,942 3,298,413 4,397,884 5,497,355 

감량 Gcal 3,809,751 5,714,626 7,619,501 9,524,377 

감효과 억원 1,890 2,835 3,780 4,725 

CO2
감

기난방(복사) tCO2 1,561,380 2,342,070 3,122,760 3,903,451 

가스난방(GHP) tCO2 519,539 779,308 1,039,077 1,298,847 

감량 tCO2 1,041,842 1,562,762 2,083,683 2,604,604 

감효과 억원 203.16 304.74 406.32 507.90 

총 환효과 억원 3,607 5,410 7,214 9,017

  총 기난방수요의 20%를 GHP가스난방으로 환할 경우, 력설비
건설회피비용이 3,028억원, 1차에 지 회피비용 3,780억원, CO2 감에 
따른 환경회피비용 406억원이 발생하여 총 7,214억원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열난방방식을 GHP가스난방방식으로 난
방방식을 환할 경우 매 1% 환시마다 국가  차원에서 약 360억원
의 경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난방에 지를 공 하기 한 복수의 난방방식에 해
서 통합수요 리 차원의 정책추진시의 상되는 효과를 시산․분석하
다. 열난방방식은 EHP에 비해서 3.29배나 높은 1차에 지를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에 따라 열난방방식의 비효율성이 매우 심각한 
상태 으며, 이러한 열난방방식의 난방수요를 20%만 GHP가스난방으
로 환하더라도 국가  차원에서는 연간 7,214억원의 사회  편익이 발
생하는 것으로 시산분석을 통해 확인하 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난방부문에 한 통합수요 리 정책추진효과는 매
우 높은 것으로 기 됨에 따라 상세한 난방기술별 비교분석을 통해 통
합수요 리정책을 우선 으로 난방부문에 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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