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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전력대란의 원인Ⅰ. 전력대란의 원인

▶ 1

전력수급 현황 (2012~2013.9월)

구 분 전체 일수
예비율10%
미만 일수

전력수급 예보 단계

비고준비
(500만Kw미만)

관심
(400만Kw미만)

주의
(300만Kw미만)

2012년 365 130 40 5 1

2013년 253 105 27 2 0 ’13.9.10현재

KBS 9시뉴스 (’13.1.14)
『겨울철 전력난, 시스템에어컨이 주범』 보도

KBS 9시뉴스 (’13.1.14)
『겨울철 전력난, 시스템에어컨이 주범』 보도

전기로 냉∙난방 하는 것은 수돗물이 아닌 비싼 생수로

빨래를 하는 것 처럼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한밭대 경제학과 조영탁교수)

EHP, GHP 보급 현황

구 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GHP
신규(누적) 3.2 4.7(7.9) 5.2(13.1) 5.9(19) 4.0(23) 3.7(26.7) 1.9(28.6) 1.2(29.8) 1.1(30.9) 1.2(32.1)

증가율(%) - 47% 11% 13% -32% -8% -49% -37% -8% 9%

EHP
신규(누적) 14 30(44) 39(83) 48(131) 71(202) 95(297) 91(388) 74(462) 85(547) 75(622)

증가율(%) - 114% 30% 23% 48% 34% -4% -19% 15% -12%

(단위:천대)



Ⅱ. 전기 VS 가스냉∙난방 정책 비교Ⅱ. 전기 VS 가스냉∙난방 정책 비교

▶ 2

금 변동 추이 EHP vs GHP 경제성비

(단위 : 천원)

연간 운전비

초기투자비

EHP GHP

※ 20RT기준

※ 냉방능력300RT , 냉온수기COP 1.3 기준

가스냉방 vs 빙축열 장려금 비

131%
166%

244%

288%

100%

90% 93% 97%

10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가스요금

전기요금

27,190

3,947

4,018

22,010

100       :        120 100        :         502

27.5백만원

138백만원

가스 빙축열

`01년 대비 전기요금은 소폭인
상 되었으나 가스요금은 2.9배
인상

`01년 대비 전기요금은 소폭인
상 되었으나 가스요금은 2.9배
인상

GHP 장려금 5백만원 포함

해도 20% 열위

GHP 장려금 5백만원 포함

해도 20% 열위

가스냉방 장려금은 빙축열 대비
1/5 수준
가스냉방 장려금은 빙축열 대비
1/5 수준



Ⅲ. 국내 냉방시장 현황 및 가스냉방의 전력대체 효과Ⅲ. 국내 냉방시장 현황 및 가스냉방의 전력대체 효과

▶ 3

전체 시장규모
19,567MW

가스냉방
1,907MW

(9.7%)

전기냉방
17,660MW

(90.3%)

국내 냉방 시장 규모

구분 규모 점유율

가스냉방 1,907 9.7%

전기냉방 17,660 90.3%

합 계 19,567 100%

(단위: MW)

▶일본의 경우 가스냉방의 비중이 23.8%로 우리나라

보다 2.5배 높은 수준

가스냉방 전력 대체 효과

▶가스냉방의 전력 대체 효과는 : 1,907MW / 6,285억원

※ 원전 2기 대체 효과로 가스냉방 확대 정책 필요

▶가스냉방 비중 축소(’08년 13.8% → ’12년 9.7%    4.1% 축소)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가
스

년간 냉방
수요(천톤)

276 270 306 263 256

전력대체
효과(MW)

2,112 1,776 1,970 1,749 1,907

전
기

냉방전력 13,144 12,777 15,388 15,321 17,660

전체냉방부하 15,256 14,553 17,358 17,070 19,567

가스냉방비율 13.8% 12.2% 11.3% 10.2% 9.7%

가
스
냉
방
전
력
대
체
효
과

피크대체
(억원)

4,886 4,107 4,557 4,046 4,413

전력대체
(억원)

2,018 1,974 2,238 1,923 1,872

합계(억원) 6,904 6,082 6,795 5,969 6,285



Ⅳ. 가스냉∙난방 전환 사례(전기→가스)Ⅳ. 가스냉∙난방 전환 사례(전기→가스)

▶ 4

§ 역삼동 서우빌딩 건 물 개 요

구 분 내 역

건물명 서우빌딩 (1985년준공)

주 소 강남구 역삼동 837-12번지

규 모 연면적 13,427㎡ (4,061평),  층수: B3~15F

교체시기 2013년 9월

공사금액 8억원

냉난방기
교체 내역

∙기존:  터보냉동기250RT 2대, 보일러 2.5톤 2대
∙변경:  흡수식냉온수기 240RT 2대, 보일러1톤 1대

▶ 전기 사용량 절감 : 175,000Kw/년 (30,625,000원/년)   

▶ 기계실 공간 활용도 증가

- 냉방(터보냉동기), 난방(보일러) 기기 분리

→ 냉방+난방(흡수식냉온수기)

▶ 유지비 절감 : 1천만원/년

- 노후 수리비(냉난방기 28년사용) : 1천만원/년

교 체 효 과

고효율 냉난방기기 교체 실적

구 분 개소 규모(RT)

2010년 32 14,215

2011년 41 19,739

2012년 52 19,888

2013년 10월 59 18,167

※코원에너지서비스 공급권역내



Ⅴ. 가스냉∙난방 활성화 방안Ⅴ. 가스냉∙난방 활성화 방안

▶ 5

건축물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3천㎡ 이상의 업무용 건물등의 신축 시 고효율

인증 제품 권장

냉방기기는 가스를 이용한 냉방설비 등을 권장
☞ 가스냉방은 권장사항으로 건축주 전기냉방 선호

“에너지 성능지표 검토서” 배점 낮음

건축물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축냉식

또는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 개별냉방(EHP)방식 선택 시 본 조항 미 적용

가스냉방 장려금 예산 증액 및 단가 인상

가스냉방 장려금 예산 : ’13년 50억원 소진

☞ 9월말 현재 38억원 부족한 상태

가스냉방 장려금 단가 : 빙축열의 5/1 수준

☞ 빙축열과 동일하게 전력 감소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차별화 하고 있음

정부 가스냉방 보급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전기 냉난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력 수급

문제 발생

따라서 신축 건물 설계 시 가스 냉난방보급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필요

① 에너지성능지표검토서『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

- 가스냉방 배점 상향 등 인센티브 확대

② 일정규모 이상 건물 전력 대체 냉난방 의무화

- 건축물 설비 규칙, 서울시 에너지조례 반영

③ 가스냉방장려금 인상

- 예 산 : 50억원/년 → 120억원/년

- 단 가 : 빙축열 수준 인상

(10만원/RT → 48만원/RT) *흡수식냉온수기 기준

③ 전기요금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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