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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는 1985년 설립 이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대기환경
개선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해 왔으며, 편리하고 쾌적한 지역난방을
경제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고객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 속에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난방회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공사는 지역냉·난방사업의 확대보급 및 신기술 개발과
전력사업·신재생에너지사업 등 관련 사업 부문으로의 다각화를

Contents

통하여 2022년까지 매출 6조 6천억 원의 규모를 갖춘‘초일류

생각이 깊은 에너지

종합에너지 기업’
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고객에게 행복을 전하는
따뜻하고 깨끗한 기업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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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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域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에너지

전력사업 | 신규사업 |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 세계의 지역난방

暖 희망의 온도를 높이는 행복 에너지
윤리경영 | 기후변화대응 | 사회적 책임

房 고객을 위한 열정의 에너지
VISION 2022 | 고객만족 | 시설 및 R&D | 지사 및 출자회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지구와 나라와 마을과 이웃에게
행복한 온기를 전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
한국지역난방공사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을 지향합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환경영향 최소화, 신·재생에너지
사업 영역 확대 등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효과

경영방침

효율적인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지역난방은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경제성도 뛰어난 선진 난방 시스템입니다.
고객에게 공급되는 에너지는 열병합발전소를 비롯해 첨단 오염방지 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 생산시설에서 생산됩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으로
경제성을 갖춘 지역난방은 다른 난방시스템에 비해 25%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립목적

since
에너지 선진국의 꿈을 꿉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1985년에
설립된 에너지 공기업입니다. 에너지 절약, 환경공해 개선,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등 집단에너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통해
만드는 행복한 세상,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바램입니다.

에너지 절약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듭니다

비전

한국지역난방공사는‘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듭니다’
를 기업이념으로
2022년까지 매출 6조 6천억원, 온실가스 원단위 30% 감축,
ROIC(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순이익률) 6%의 목표
달성을 위해「세계 최고의 친환경 종합에너지사 지향, 최적의 자원배분
및 변화와 혁신 주도라는 방향하에 18대 전략과제를 수립」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비전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기업입니다. 첨단 오염방지설비 구축 및 연료사용량 절감으로 기존 난방대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의 대기오염물질은 39%, 지구온난화물질인
이산화탄소는 45% 감소되었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최고의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사람과 자연이 모두 행복한 에너지를
만들겠습니다.

환경개선
성장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영역은 지역냉난방사업을 시작으로 구역형 집단
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사업, 전력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전략적 사업체제 구축과 신사업 개척을 통해 성과
중심의 기술체계를 확립하여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습니다.

General Status 【일반현황】
1985년 설립 이래, 지속적인 성장을 일궈 온 한국지역난방공사

【설립목적】

생각이 깊은 에너지, 地域暖房
너와 나 우리를 위한,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경영방침】

【비전 2022】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 수행

저탄소 녹색성장 지향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만듭니다

·기후변화협약 능동적 대응

·사업의 고도화, 다각화, 최적화

·비전 :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

·에너지 절약

·효율과 성과 중심의 경영

·국민생활 편익증진

·고객감동과 열린 윤리경영의 실천

·경영목표 : 매출 6조 6천억 원, 온실가스 원단위
30% 감축, ROIC(Return on Invested
Capital, 투하자본순이익률) 6%

·미래를 위한 핵심인력 양성

History 【역사】
2000. 10

1985. 11

1992. 05

(주)한국지역난방공사 설립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거
공공법인으로 전환

1993. 09
수도권 신도시(일산, 고양, 분당,
안양, 부천) 지역난방시설 준공

1980

1990

청주 열공급 시설 준공

2006. 11

2010. 01

2001. 11

수원 광교 사업 허가

유가증권시장 상장

김해·상암 열공급 시설 준공

2007. 08

2010. 10

2003. 12

삼송 사업 허가

화성 동탄 2지구 사업 허가

파주 사업 허가

2007. 11

2011. 11

세종도시 사업 허가

판교 열공급 시설 준공

2000

2014

1987. 11

1997. 03

2004. 09

2007. 11

2012. 11

여의도·동부이촌동·반포지구
열공급 개시

대구 열공급 시설 준공

성남 판교 사업 허가

화성 열공급 시설 준공

파주 열공급 시설 준공

1997. 12

2005. 09

2007. 12

2013. 12

수원 열공급 시설 준공

은평 뉴타운 사업 허가

전남 혁신도시 사업 허가

삼송 열공급 시설 준공

1998. 09

2005. 10

2009. 04

2014. 04

용인 열공급 시설 준공

양산 열공급 시설 준공

서울 동남권 유통단지
열공급 시설 준공

광교 열공급 시설 준공

Award 【주요수상내역】
2008~

2010~

2012~

2005

2008

2010

·노사문화 우수기업 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SQ) 분사 및 10개 지사 재인증
(공기업 최초)
·지속가능경영대상(대통령 표창)

2012

·2011년 공시 우수법인 선정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1년 기관장 자율경영 실적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2012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2011

·기관장 자율경영 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
·포춘코리아 초고속 성장기업 선정
·지속가능한 시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선정

2013

·2013 대한민국 BBC 전략실행대상
·2013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대상
·기후변화대응 우수기업 선정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지수 공기업 1위

2006

2007

·공기업 부문 친환경경영대상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종합대상(2년 연속)
·노동부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종합대상(3년 연속)
·한국경영대상 윤리경영대상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종합대상(4년 연속)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본사 및 12개 지사 일괄 인증
(공기업 최초)

·국가환경경영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
·서비스품질촉진 산업자원부 장관 단체표창

2009

·대한민국 고객만족경영대상 종합대상(5년 연속)
·2007년도 공기업 경영평가 1위
·2007년도 공공기관 혁신평가 6단계 달성
·윤리경영실태조사 5년 연속 우수공기업 선정
·고객만족경영대상 명예의 전당 헌액(공기업 최초)
·지속가능경영실태 조사 6년 연속 우수공기업 선정
·노사상생협력 우수기관 정부포상(국무총리상)
·제17회 안전경영대상(건축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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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지구가 내어준 것들로 인해 우리는 풍요를 누립니다.
그래서 더욱 소중히 지켜야 할 이 땅,
자연을 닮은 에너지로 지구를 먼저 생각합니다.

지구를 살리는 에너지
집단에너지/ 지역난방사업 / 지역냉방사업 / 신재생에너지사업

집단에너지

집단에너지란 열병합발전소, 첨두부하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
푸른 환경을 보존하는 기술

집중된 에너지 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열과 전기’
를
공동주택, 빌딩, 상가 등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구 환경을 생각하는 에너지

에너지절감 및 환경공해 개선 효과가 매우 뛰어난 선진 에너지공급시스템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배려하며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환경을 살리는 친환경 시스템
●

고효율의 열병합발전 및 최첨단 오염방지시설 운영과 소각수열, 매립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

활용을 통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등의 대기오염 물질은 약 4,554톤(39%),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5,343천톤(45%)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지역냉방은 지역난방 온수를 이용하여
냉방을 공급하므로 프레온가스 등 오존층 파괴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입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열병합발전설비
●

전기만 생산하던 일반발전방식에 비해 지역난방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열병합

발전설비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2배로 높였습니다. 기존난방에 비해 연료 사용량을 25%나
절감시키고 있습니다.

2배로 높아진

에너지 이용효율
※ 연료에너지(100%)

전력

손실

전력

49.9%

50.1%

일반발전

(에너지 이용효율 : 49.9%)

열

42.1% 38.6%

손실

19.3%

열병합발전(지역난방)

(에너지 이용효율 : 80.7%)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킨 연료다원화
●

소각열 등 자원회수시설의 폐열, 매립가스, 태양열, 우드칩 등의 저가형 신재생(또는 미이용)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연료다원화에 의한 석유 의존도를 감소시켜 생산원가를 절감시킵니다.

효율적인 전력공급
●

열병합발전은 발전전원확보는 물론 국내 입지제약으로 인한 전력수요 밀집지역에 위치하게

되어 송전 관련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지역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첨두부하보일러

·아파트

전기

신재생에너지설비

집단에너지 공급
개념도

열

생산시설

·업무/상업용 건물
·공공기관 등

열배관

수송시설

사용자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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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사업

지역난방은 아파트, 업무, 상업용 건물들에 개별 열생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안전하게, 조금 더 경제적으로

생활의 품격을 생각하는 에너지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난방으로 삶의 질을 한층 높여 드립니다.

열병합발전소 등 첨단 오염방지설비가 완비된 대규모 열생산 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기반시설입니다.
또한, 기존의 개별 난방방식에 비하여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한 선진 난방 시스템입니다.

24시간 연속으로, 쾌적하게
●

지역난방의 온도계는 늘 쾌적한 건강온도를 유지합니다. 번거로운 개별 조작 없이 24시간

연속난방이 이루어지므로 실내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언제든 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복지 공간으로, 다양하게
●

지역난방은 별도의 보일러 설치공간이 필요 없어 생활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따라서 열생산

시설 설치공간이 독서실, 주차장, 에어로빅 연습장 등의 생활복지 공간으로 바뀝니다. 더불어
단지 안에 굴뚝이 없으므로 공기가 맑아지고 건물의 미관도 아름다워집니다.

기호에 맞는 선택난방으로, 편리하게
●

지역난방은 보일러 시설을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되므로 편리합니다. 온도조절 장치로

사용자의 기호에 맞게 실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요한 공간에만 난방을 할 수 있어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난방비로, 부담없게
●

자체 열생산시설 교체비용이 들지 않으며, 기존난방에 비하여 수선유지비 및 전력비 등이 절약

됩니다. 또한 난방비는 세대별 난방계량기를 통하여 사용한 양만큼 합리적으로 부과됩니다.

26% 절감된

연료사용 절감량

석유수입 대체효과

석유수입 및 연료사용

26%절감
1,336천 TOE

개별난방
5,141천 TOE(석유환산톤)

지역난방
3,805천 TOE

26%절감
9,793천 배럴

개별난방
37,684천 배럴

지역난방
27,891천 배럴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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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사업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 지사에서 약 125만호의 공동주택 및
신기술 개발, 핵심기술 확보, 공법개선, 효율적인 유지관리

세계 최고의 지역난방 전문기업
초일류 에너지 기업을 지향합니다.

2,020개소의 건물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약 225만호에 지역난방을 공급(보급률14%)하고 있는
28개 사업자 중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점유율은 약 54%입니다.

수도권 연계 열배관망
향후 신규 수요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며 지역난방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열배관망을
구축하였습니다.

●

지역난방 공급현황
① 파주 - 교하·운정

전국에 설치한 열배관 길이는 약 3,520㎞(약 1,760㎞×2열, 공급·회수관)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회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며, 이는 국내 열배관망의 약 67%에 해당합니다.

② 고양 - 일산·화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

특히, 파주에서 화성으로 이어지는 99㎞×2열의 연계라인을 기본으로 하는 수도권 지역 간 연계
열배관망 확충으로 열공급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고 수도권 열공급지역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③ 삼송 - 은평뉴타운
④ 마포 - 여의도·반포·상암·이촌
⑤ 강남 - 강남·서초·송파
⑥ 판교
⑦ 분당

파주

KDHC
서비스지역

⑧ 수원 - 영통, 권선, 천천
⑨ 광교
⑩ 화성 - 동탄·태안·병점

노원

고양

⑪ 용인 - 수지·죽전·동백
⑫ 청주 - 분평·하복대
⑬ 대구 - 성서·대곡

목동

⑭ 김해 - 장유

상암
여의도, 반포
송파

부천

⑮ 양산 - 물금

서초

⑯ 광주·전남 - 금천·산포면
⑰ 세종 - 금남·남면

인천 송도 신도시
판교

안양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회사
① 인천 - 송도 ② 수원 - 호매실 ③ 광주 - 수완
④ 서울 - 위례 ⑤ 화성 - 향남

타 지역난방 사업장
① 부천 ② 목동 ③ 강서 ④ 논현 ⑤ 노원
⑦ 안양 ⑧ 오산

강남

⑥ 안산

⑨ 배방 ⑩ 대전(3·4공단) ⑪ 부산(해운대)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
서울시 공급지역
안산도시개발(주) 공급지역
인천종합에너지(주) 공급지역
GS파워(주) 공급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회사
타 지역난방 사업자
열배관

분당
안산

광교

북수원

용인
동백

수원

태안

화성 동탄

열배관 단면도
외관(폴리에틸렌관)
내관(강관)
보온재(폴리우레탄폼)

KOREA DISTRICT HEATING CORP.

열배관감지선

11

지역냉방사업

지역냉방은 대규모 열생산 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온수 또는 냉수를 일정구역에

여름철 전력부하 해결, 실외기 소음 해결

일괄적으로 공급하여 냉방하는 방식으로 열병합발전소의 여열 등 전기 대체 에너지
이용에 의한 하절기 전력피크부하감소를 가져오는 선진형 냉방시스템입니다.

자연을 닮은 지역냉방
환경과 에너지절약을 생각하는 친환경 냉방시스템입니다.

지역냉방은 우리나라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에 기여합니다.
●

냉방으로 인한 하절기 전기부족현상을 개선합니다.

●

전기소비가 많은 타 냉방방식에 비하여 전기 소비량이 적어 여름철 전력부하를 감소시킵니다.

●

프레온가스(CFC)등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대신 물을 냉매로 이용, 오존층을 보호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합니다.
●

지역난방열을 이용한 냉방공급으로 여름철 열병합발전소의 이용효율이 향상됩니다.

지역냉방 공급방식은 크게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

냉수직공급방식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된 여열, 심야 전기를 이용한 빙축열 등 경제적인 에너지로 냉수를 만들어
대규모 건물밀집지역의 각 건물에 배관을 통하여 냉수를 직접 공급
●

중온수를 이용한 지역냉방 방식

열병합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된 여열을 배관을 통하여 건물 또는 아파트 사용자시설에
보내 흡수식 냉동기를 이용한 냉수를 만들어 각 실 또는 세대에 공급

온수공급방식

지역냉방 개념도

지역냉방 건물
냉수공급방식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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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사업

신재생에너지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에너지입니다.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의 해답을 찾아서

태양과 바람과 물, 자연이 선물한 에너지
하수와 폐기물까지 다시 에너지로 되살립니다.

버려지는 소각열, 메탄가스 등을 지역난방 열 생산에 활용하고 있으며,
목질계 바이오매스, SRF, 하수열, 바이오가스, 태양열 등도 열병합발전 및
지역난방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합니다.
우리 공사는 세계 최고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이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

전남 신안군 증도와 공사 소유 건물 및 주차장 등에 1.3MWp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2009년

유엔기후 변화협약(UNFCC)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공식 등록 되었습니다. 경남
양산 에덴밸리에 10MWp의 풍력발전사업이 2014년 2월부터 상업 운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소유 건물, 지자체 건물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사업과 바람 자원이 우수한 도서
지역 및 해안가 등에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바이오 에너지와 폐기물
●

서울 상암동 노을공원과 하늘공원, 대구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가스(LFG)를 포집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자원회수시설로부터는 소각 스팀을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활용하여 18MWp+57Gcal/h의 시설이 상업 운전 중입니다.
또한 산림병해충목, 임목 부산물 등 버려지거나 소각 처리 되던 바이오매스를 발전소의 연료로
활용, 대구지사 우드칩 열병합발전시설(3MWp+15Gcal/h)이 2010년 11월부터 상업 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난지 물재생센터(마포 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의 바이오 가스를 연료로 하
는 열병합발전사업(3MWp+3Gcal/h)을 2013년 2월 준공하였습니다.
우리공사는 이와 같이 버려지거나 미활용되고 있었던 폐기물과 바이오에너지를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의 발굴과 활용 사업을
더욱 확대 할 예정입니다.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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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지역난방의 편리하고 쾌적한 난방 시스템은
생활의 품격을 한층 끌어올려 줍니다.
한국지역난방의 우수한 기술력,
이제 국가의 경계를 넘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생활의 가치를 높이는 에너지
전력사업 / 신규사업 /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 세계의 지역난방

전력사업

괄목할만한 성장,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전력사업

전력사업은 1997년에 대구지사의 약 8만 5천MWh 전력판매를 시작으로
그 규모가 2013년도에는 947만여 MWh로 16년 만에 약 111배 증가 하였습니다.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도약

중대형 열병합발전시설이 모두 완공되는 2013년의 전력사업 매출은

전력사업부문의 확대를 통해 전력 안정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공사 매출의 약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운영
●

공사는 수도권에 위치한 파주, 강남, 판교, 광교, 수원, 화성과 비수도권의 대구, 청주 지역에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력사업 확대에 따라 설비규모가 1997년 43.5MW에서 2013년
1,631MW로 약 38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에 위치한 화성, 파주, 판교, 광교 등의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전력계통 안정화 및 송전손실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발전설비 건설계획
●

공사는 최근 광교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하여 2012년 11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하였으며 화성

동탄2지구,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발전설비를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역전기사업 추진
●

고양삼송지구, 동남권역유통단지, 상암 2택지지구, 가락래미안 아파트 등의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전기를 판매하는 구역전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최초의 예측·대비 시스템
●

국내 발전사중 최초로 장단기 예측시스템을 완비하였으며 전력거래지원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입찰오류 등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역전기 영업시스템을 2009년
3월 준공하고, 배전자동화시스템과 사고대비 긴급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경제성을 고려한 시스템
●

발전소간 총괄 약정물량제에 합의하여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연료수립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구역전기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장을 위한
최적운전모델 및 기존사업장의 최적운영방안을 수립하여 경제성 제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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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광교, 세종, 광주·전남, 화성 동탄 2지구 등

세상을 움직이는 에너지, 집단에너지 사업의 확대
신규택지개발지역에 중대형 열병합발전시설을 건설합니다.
【광교 신도시】
① 광교 신도시
② 세종 신도시
③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공급구역 : 수원 광교지역의 공동주택 약 22천호
시설규모
·열병합발전 : 144.8MW + 133Gcal/h
·첨두부하보일러 : 2기(206Gcal/h)
·열배관 : 38.1km×2열

준공일 : 2014. 04

【세종 신도시】
공급구역 :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면 등의
공동주택 약 185천호
시설규모
·열병합발전 : 1,038MW + 799.8Gcal/h(KEPCO)
·첨두부하보일러 : 4기(412Gcal/h)
·열배관 : 250.5km×2열
①

준공일 : 2014. 5

【광주·전남 공동 혁신 도시】
공급구역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산포면의
공동주택 약 18천호
시설규모
·RDF 열병합발전 : 19.3MW + 45.8Gcal/h
·첨두부하보일러 : 3기(206.4Gcal/h)
·열배관 : 29km×2열

준공일 : 2015. 12

【화성 동탄 2지구】
공급구역 : 화성 동탄 2지구 공동주택 약 112천호
시설규모
·열병합발전 : 751MW + 330Gcal/h
·첨두부하보일러 : 6기(549Gcal/h)
·열배관 : 70.2km×2열
③

준공일 : 2017. 05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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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세계의 지역난방

함께 쓰는 에너지, 함께 누리는 행복

에너지를 절약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앞선 시스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세계가 인정하고 선택한, 선진 에너지

경제적 부담은 내려가고 에너지 이용효율은 올라갑니다.

지역난방은 많은 나라에서 주요 정책 사업으로 확대·보급되고 있습니다.

 핀란드(50%)
 스웨덴(48%)  덴마크(61%)
 오스트리아(21%)  프랑스(7.4%)
 체코(38%)
 에스토니아(54%)
 라트비아(64%)
 한국(15%)
 폴란드(41%)
 독일(12%)
 네덜란드(5%)
 이탈리아(5%)  노르웨이(1%)
 리투아니아(67%)  영국(1%)
 슬로바키아(36%)  미국(3%)
 아이슬란드(94%)  스위스(4%)
 루마니아(19%)

※ 자료 : EuroHeat&Power, District Heating&Cooling Country by Country / 2013 Survey

선진형 집단에너지사업
●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CES : Community Energy System)은

효율을 높인 최적의 시스템
●

수요지역에 열병합발전설비 등의 집중된 열생산 시설을 설계함

병원, 백화점 등 집중적인 소규모 에너지 소비지역을 대상으로, 소형

으로써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열병합 발전을 통해 전기, 난방, 냉방을 일괄 공급하는 선진형 집단

수급과 수송손실 저감에 기여하는 최적의 시스템입니다.

주요 국가별 지역난방 사용연료
기타 산업여열 등
폐기물

에너지사업입니다.

종합에너지 서비스
●

화석연료, 소각열, 매립가스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냉방·

난방·전기 등의 서비스를 통합 생산·공급하는 종합에너지 서비스입니다.

CES 진출현황
●

상암택지개발지구 디지털미디어시티(DMC)에 우리나라 최초로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서울 가락 한라·문정 건영아파트,
동남권 유통단지, 고양 국제전시장(KINTEX) 및 상암 2지구에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석탄
석유

80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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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지역난방은 이웃을 향한 따뜻한 마음,
사회를 밝히는 정직한 경영,
환경을 생각하는 단단한 책임감으로
오늘도 묵묵히 행복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희망의 온도를 높이는 행복 에너지
청렴·윤리경영 / 기후변화대응 / 사회적 책임

청렴·윤리경영

나라가 우선, 사회가 우선, 고객이 우선인 경영마인드로

사회를 환히 밝히는 청렴·윤리 경영
대한민국 공기업 윤리경영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CEO는 윤리경영을 위한
리더십을 갖추고 임직원은 공정하고 활기찬 근무환경을 만들며
주주 및 이사회는 경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겠습니다.
KDHC는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업체와 상호 신뢰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윤리경영체제 구축

경영진의 청렴·윤리경영 강화

청렴하고 신뢰받는 윤리문화 조성을 위하여 2003년 6월 윤리경영
선포 및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윤리헌장, 윤리강령, 행동강령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전담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

윤리경영실천시스템 및 자율적 제도개선 제도 운영
전사적 윤리경영실천시스템(STEP: System for Total Ethics
management Performance)을 2003년부터 운영하여 부서별 윤리
경영과제를 매년 수행해 왔으며, 2013년에는 6대 부문별 42개 과제를
수행·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처리과정의 부패요인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자율적 제도개선 제도를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UN글로벌콤팩트 활동
2007년 UN글로벌콤팩트 가입 이후 UNGC의 10대 원칙 준수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였고, 그 이행결과를 대내외에 공개하고자 매년말
COP(Communication On Progress) 보고서를 UNGC 웹사이트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

2008년 3월부터 임원진이 청렴서한·윤리메시지를 작성하여 대내외에
전파하는“경영진 윤리메시지”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윤리적 기업
문화 정착을 위한 Top-Management를 강화하였고, 임원직무
청렴계약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진의 솔선수범 및 자기
관리 강화를 위해 임원 및 부서장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렴·윤리 패러다임 확산을 위한 IT 강화
주요문서 결재과정에서 기업윤리, 환경적 책임, 사회적 책임의
준수여부를 평가하는 E&S(Ethics & Sustainability) 의사결정 시스템을
2008년 10월 구축하여 업무전반에 윤리적 패러다임을 상시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포털 내에 청렴윤리방을 설치하여 윤리
경영 주요정책 등을 공유하고 청렴·윤리경영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윤리경영 확산
임직원의 윤리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청렴·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외적 윤리경영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사에 대한 청렴·윤리
경영 확산을 위해 지속가능 상생협약 체결 및 워크숍 개최, 협력사 직원의
청렴·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설 및 추석 명절시 CEO청렴서한을
협력사에 송부하고 선물반송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전한 윤리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KOREA DISTRICT HEATING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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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위하여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청정에너지
온실가스배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
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규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 환경영향
최소화, 신·재생에너지사업 영역 확대 등 세부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실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친환경 관리

온실가스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품질보증 지침을 수립하고 국제적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배출량에 대한
내부검증, 제3자 외부검증을 시행함으로써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
하였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포함한 온실가스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되고 있습니다.

●

●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 조사와 감축잠재량
평가를 기반으로 중장기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 발굴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오염물질 배출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굴뚝 TMS를 설치 운영 중이며,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저녹스버너, 배연탈질
설비, 배연탈황설비, 전기집진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
화성지사에 탈질설비를 추가 설치하여 오염물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2012년 기준 개별난방 대비 지역난방의 에너지 절감량 1,332천
TOE(23%), 온실가스 저감량 8,627천톤(47%)의 효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자원 재활용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의거 적합하게 처리하고
있으며, 탈황설비의 부산물인 석고와 대구지사 우드칩 보일러 분진을
전량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 고양지사에서는 하수방류수 재활용
설비를 운영하며 수자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고효율 열병합 발전설비를 운영 중이며
태양광, 바이오매스, 매립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 사업을 UN의 CDM사업으로 등록하여 감축실적을
인증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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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나누는 기쁨, 행복한 세상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복에너지
나눔을 통해 우리와 우리이웃의 행복한 삶에 기여

사회공헌사업은 3대 핵심가치(따뜻한 변화를 일으키는
희망에너지, 지역사회를 밝혀주는 나눔에너지, 친환경 문화를
선도하는 녹색에너지)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이행, 지속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복지실현
2006년부터 국민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1~3급) 등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열요금 감면 및
‘MBC라디오 여성시대와 함께 겨울철 사랑의 난방비 캠페인을 진행,
에너지 복지실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은총이와 함께하는 철인3종경기대회
장애를 가진 은총이와 철인3종경기에 참여하는 은총이 아버지, 철
인3종경기연합회, 푸르메재단, 가수‘션’
씨와 함께 대회를 개최, 대회 참
가비 전액을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지원에 기부하여 나눔문화확산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

●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1사3촌 자매결연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
교육·컨설팅·품질지도 등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기
위해 1사1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여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인재양성 지원사업
강원도 정선 폐광촌에 위치한 예미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육, 도시
문화체험, 원격학습 지원, 영어말하기 대회 시행 등 교육환경을 개선
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

도농간 문화격차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신흥2리, 신안증도,
충주하곡마을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농산물 구매 뿐만아니라, 동백
올레길 조성(3천그루,15km), 지하수 개발, 등산로 가로등 설치지원 등
마을의 숙원사업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확 봉사활동을 통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단
임직원 자발적 봉사조직인 행복나눔단은 지역사회특성에 따라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희망에 따라 월급에서 공제되
는 행복나눔기금과 공사의 1:1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 행복매칭
기금이 지역사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2008년 부터 공사는 꾸준히 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하여 해외 사업 경험을 축적하고 역량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몽골 울란바타르시에 지역난방
및 용수 공급 시스템을 개선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종료, 2011년 4월 동티모르에 태양광을 이용한 해수 담수화 및 식수 공급사업 계약이 성사되어 식수
240톤/일, 태양광 120kW 생산을 위한 사업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에는 몽골 바룬우르트 지역의 석탄보일러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을
진행하는 등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공사의 해외 진출 기반을 다지고 나아가 국가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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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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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지역난방공사의
크고 작은
언제나 열정의 에너지가 흘러넘칩니다.
고객을 향한 쉼 없는 봉사를 위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서의 비전을 위해,
더 나은 에너지 기술의 연구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와 나라와 지구를 위해!

미래를 향한 열정의 에너지
VISION 2022 / 고객만족 / 시설 및 R&D /
지사 및 출자회사

6%

VISION 2022

ROIC

행복한 에너지 세상을 꿈꾸는 약속

꿈과 희망을 품은 열정의 에너지
국민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으로
도약할 것을 약속합니다.

KDHC의 3Way 경쟁력
Efficiency _ 에너지 효율성
전기만 생산하는 일반발전방식에 비해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므로 에너지 이용효율을
2배로 높이고, 개별난방 대비 약 26%의 연료사용 절감 및 석유수입 대체효과 등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conomy _ 안정성 및 경제성
지사간 열교환으로 개별난방 및 중앙난방 대비 난방비 절감은 물론, 지역난방 선진국인
유럽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의 열배관망 손실률을 자랑하는 등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고품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Environment _ 친환경 관리
개별난방방식 대비 대기오염물질은 39% 저감되고 개별시설이 필요없어 화재 및 폭발
쾌적한 친환경 관리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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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위험이 없으며,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 및 24시간 온수사용이 가능한 편리하고

35

고객만족

글로벌 수준의 고객만족 ECO서비스

행복가치 높이는, 고객만족경영 BEST 5
고객만족 명예의 전당 헌액에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고객이 인정한, 최고수준의 서비스

고객속으로, 난방서비스 품질향상 지원

공기업 최초로 고객만족경영 5년 연속 대상(2008년), 고객만족 명예의 전당 헌액(2009년),
본사 및 10개 전사업장 한국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재인증(2010년) 등 국내 최고수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기 CS 전략과 실행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세계수준의
서비스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난방불편세대 직접방문 및 무상점검, 기계실관리자 현장밀착형교육, 효율적인 설비운영에
대한 우수열사용자 포상 등 고객편의를 위한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는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전 단지에 난방비 과다발생 세대 점검절차 및 관리방법안내문을
배부하여 문제발생에 대한 해결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위한, ECO 서비스

지역사회와 함께, 선순환 고객만족

1999년 서비스헌장의 제정을 시작으로, 2008년 12월 ECO 고객서비스 헌장으로
개정하여 서비스의 핵심가치인 ECO(ECOnomy, ECOlogy) Service를 반영하고,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핵심 서비스 이행표준을 설정하였습니다. 헌장 이행실적은
연2회 점검·피드백을 하고, 점검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에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

●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VOC(Voice Of Customers)에 신속하고 적극적
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센터와 통합 VOC 시스템(온빛소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VOC 채널운영을 통해 고객의 의견과 니즈를 확인하고 고객만족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CS 경영위원회자문단 회의, 지사별 열린 CS 추진위원회, 지역난방
프렌즈 등 약 340명의 고객들이 서비스 개선을 자문하고 모니터링하는 자문단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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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 의한, 고객참여경영
●

1지사 1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고객에게 다양한 문화·환경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소외계층에 에너지복
지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고객에게 돌려드리는 선순환적 고객만
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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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및 R&D

열병합발전소
전기만 생산하던 기존의 일반발전설비에 비해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여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

첨두부하보일러
●

지역난방에 필요한 열을 생산하는 보일러로 연소장치, 통풍장치, 급수장치, 자동제어

장치, 집진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생산 및
공급시설

열교환기
●

지역난방 열교환기는 열병합발전소의 전기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기와 열전용

보일러에서 생산된 증기 등으로 지역난방 온수를 생산합니다.

열배관
●

열생산시설에서 열사용시설까지 열을 수송하는 열배관은 열손실방지를 위하여 이중

보온관을 사용합니다. 열배관은 공급온도 75℃~115℃, 회수온도 35℃~65℃, 운전압력
16kg/㎠(bar)이하로 운전되며, 내부 또는 외부 누수를 감지할 수 있는 열배관감지선이 설치되어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됩니다.

축열조
●

열의 축·방열 뿐만 아니라 배관망에서 온수의 비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의 압력을

유지시켜 주며 배관망에서의 온도변화에 따른 지역난방수의 체적변화를 흡수합니다.

저질소산화물 버너

안전한 에너지 공급을 책임지는 첨단시설

보일러에 공급되는 연료와 공기의 비율을 최적으로 조절하여 연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NOx)을 감소시키는 설비입니다.

●

내일의 희망까지 플러스

+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모든 설비는 환경을 먼저 생각합니다.

배연탈질설비
보일러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암모니아, 요소 등 환원제를 분사하여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

연구개발 활동
지역난방 플랜트,열원운영,열수송,고객설비,지역냉방,신재생에너지 등 집단에너지 분야에
대한 에너지효율 향상, 신기술 개발, 인력양성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과
현장지원을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연구소 역할

R&D를 통한
집단에너지
핵심기술 선도

연구개발 목표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집단에너지 핵심기술을 선도하고자 다음과 같은 목표달성을
향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에너지 효율향상, 원가개선 및 수요개발 극대화
• 집단에너지 적용 신에너지 발굴 및 온실가스 저감 기술
• 열수송 신기술 개발 및 효율 향상 기술
• 전력부하 감소를 위한 지역냉방 기술 및 지역난방 사용자 편익 향상 기술

전기장에서 발생되는 정전력을 이용하여 보일러 배기가스 중에 포함된 먼지를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

배연탈황설비
보일러 가동으로 발생되는 황산화물(SOx)을 석회석 용액으로 흡수하여 제거하는
설비입니다.

●

환경감시시스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정부의 환경관제센터로
전송하여 환경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입니다.

●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친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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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집단에너지 핵심기술 선도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단에너지
기술선도를 위해 현장 신뢰성 강화를 위한 Solution Provider 역할, 집단에너지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Technology Leader 역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New Growth Pioneer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전기집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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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브로슈어는 친환경 인증 재생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지사 및 출자회사

경쟁력있는 기술력으로 쌓아가는 미래

지사 및 출자회사
고객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한 에너지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① 마포지사(당인동)
② 분당지사
③ 강남지사
④ 고양지사
⑤ 용인지사
⑥ 대구지사
⑦ 수원지사
⑧ 청주지사
⑨ 경남지사(양산)

④

⑧

지사(사업소) 현황

①

⑤

⑨

②

③

⑥

⑦

⑩

구분

열공급개시

공급지역

마포(당인동)

1987. 11

여의도, 이촌, 반포 등

분당

1991. 9

분당 등

강남

1991. 10

강남, 서초, 송파 등

고양

1992. 8

일산, 화정, 행신 등

용인

1994. 12

수지, 죽전, 동백 등

대구

1995. 4

성서, 대곡 등

수원

1995. 10

영통, 권선, 천천 등

청주

1997. 5

분평, 하복대 등

경남(양산)

1999. 11

물금 등

경남(김해)

2000. 7

장유 등

마포(상암동)

2001. 7

월드컵경기장, 상암택지지구

화성

2004. 3

동탄, 태안, 병점 등

파주

2005. 10

파주 교하, 운정 등

판교

2008. 11

판교

광교

2011. 10

수원 광교 등

광주·전남

2012. 11

광주·전남 혁신도시

삼송

2012. 12

고양 삼송, 은평 뉴타운

세종

2013. 12

세종특별시

화성 동탄 2지구

2015. 01

동탄 2지구

대표전화

1688-2488

⑪

출자회사현황

⑫

⑰

⑮

⑭

⑱

경남지사(김해)
마포지사(상암동)
화성지사
파주지사
판교지사
광교지사
삼송지사
세종지사
광주·전남지사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설립(출자)일

주요사업

대표전화

한국지역난방기술(주)

1991. 11. 1

집단에너지
엔지니어링 사업

031-776-8888

인천종합에너지(주)

2004. 6. 10

지역 냉·난방 공급
(인천 송도)

032-850-6113

(주)휴세스

2006. 9. 1

지역 냉·난방 공급
(수원 호매실, 화성 향남)

02-368-5000

수완에너지(주)

2007. 1. 3

지역 냉·난방 공급
(광주 수완)

062-959-0095

한국바이오연료(주)

2012. 6. 29

팜(Palm) 부산물의
개발 및 생산업

02-2250-2888

위례에너지서비스(주)

2012. 7. 25

위례신도시
지역 냉·난방 공급

02-2121-3691

윈드밀파워(주)

2013. 5. 29

양산 에덴벨리
풍력발전 사업

02-546-2283

서남바이오에너지(주)

2013. 6. 20

서남물 재생센터
소화가스 열병합 발전사업

031-218-9792

전남솔라(주)

2013. 11. 27

전남공공건물
태양광발전사업

061-288-1031

KOREA DISTRICT HEATING CORP.

⑯

⑬

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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