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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i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00년 이후 국내도시가스 소비는 빠른 증가세를 시현해 왔다. 소

비부문별로 보면 가정 상업용 소비는 수요가수가 포화상태에 근접함에 

따라 연평균 3.7%(’00~’13)의 속도로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였지만, 

산업용 소비는 연평균 8.9%의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며 국내 도시가스 

수요증가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증가일로에 있던 국내 도시가스 소비가 2014년에는 산업용

과 가정 상업용 소비가 모두 감소하며 국내 도입 이래 가장 큰 감소

율을 기록하였다. 금융위기와 같은 특별한 외부충격에도 보합세를 기

록했던 도시가스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용 소비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수년간 연평균 두 자리 대

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8.9%의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소비의 급변이 기온의 변화와 같은 대내 외 환경

의 일시적 변화에 의한 현상인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인지를 가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소비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

인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간단한 계량분석

을 통해 주요 요인들이 최근의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변화에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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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는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급변에 대응하는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내용 요약 및 정책적 제언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의 경우는 소비의 많은 부분이 기온변화로 설

명 될 수 있다. 수요가수가 포화시점에 근접하였으며 대부분 난방용으

로 사용되는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 증감율은 난방도일1)의 증감

과 거의 유사한 변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에서 소비되

는 산업용 도시가스의 소비는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산업공정상의 열원으로 사용되는 특성상 

산업업종별 업황,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 등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원가절감과 이익극대화를 추구하

는 기업의 특성상 도시가스 가격과 대체 연료의 가격에 민감하게 반

응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대체가능한 에너지원과의 상대가격 또한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 

중 하나일 것이다. 이외에도 2009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석유정제산

업에서의 원료용 도시가스 수요 또한 최근의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또한 가정용과 같이 기온변수 역시 

산업용 수요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 중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여 선형회귀모형에 

기반 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모형을 추정하였다. 추정된 모형을 바

1) 난방도일은 일별 평균기온을 산정하여 기준온도(섭씨 18℃)와의 차이를 누적한 
값으로 난방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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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급변이 크게 나타났던 2009~2014년

의 산업용 소비를 요인별로 구분한 후, 각 요인에 대한 연도별 기여도

를 추정하였다.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한 결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가 빠르게 증가하였던 2009~2012년 기간에는 경제성장과 원료용 소

비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반면 산업용 소비가 둔화내지 감소하였던 

2013~2014년에는 도시가스의 석유가격 대비 상대가격의 악화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LNG 수입의 대부분을 장기계약물량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수요의 급변은 공급측면에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저

해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선언한 2030년 기준 BaU 

대비 37%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가격열세에 따른 에너지 역전환

(도시가스→석유) 현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최근 ‘제12

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및 가스산업의 관

계자들은 최근의 환경변화를 충분히 분석하고 반영하여 LNG 수급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효율성 제고도 꾀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

불어 장기적인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한 에너지가격체계와 온실가

스배출 규제 정책 등에 빈틈은 없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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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Since 2000, Korea’s consumption of natural gas has increased 

tremendously. From 2000 to 2013, as the market reached saturation, 

consumption by residential and commercial customers increased 

gradually at an annual average rate of 3.7 percent. On the contrary, 

consumption of natural gas by industrial customers increased much 

more rapidly at a yearly average rate of 8.9 percent during the same 

period, serving as a major factor in the increasing demand for natural 

gas in South Korea.

However, the consumption of natural gas began to falter amid the 

declining demand of industrial, residential, and commercial customers 

in 2014, decreasing by about 7.5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This 

substantial drop was quite unexpected as consumption had been 

growing consistently, even during the prolonged global economic 

recession.

In particular, natural gas for industrial purposes showed an annual 

average rate of increase in the double digits for several years, even 

after being hit hard by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in 2014, 

it showed a downward trend of about 8.9 percent from the previous 

year. In response to such drastic change, it is imperative that we 

examine whether the current decline is a temporary effect of economic 

and political turmoil or of other structural problems that may per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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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finitely.

This study aims to take a closer look at the major factors that 

influence the change in demand for natural gas among industrial 

customers. In addition, the study will conduct a simple economic 

analysis to determine whether the derived factors played a role in the 

recent drop in the consumption of natural gas by industrial customers, 

seeking to discover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udden change.

2. Summary an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consumption on natural gas by residential and 

commercial customers, the changing temperature is indicated to be a 

major factor. The use of natural gas for residential and commercial 

purposes has increased in line with the increase in heating degree 

days.1)

However, the change in the consumption of natural gas for industrial 

purposes seems to be affected by multiple factors. Considering the fact 

that natural gas is used as a source of heat in industrial processes, 

economic growth rates and status of industries a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fluencing demand. Also, as companies are naturally 

inclined to cut costs and maximize profits, it is quite evident that 

companies will react swiftly to the rising prices of natural gas and 

alternative fuels; thus, relative energy price can be a critical factor in 

1) Heating degree day estimates the average daily temperature and measures the 
accumulated value in terms of the difference with base temperature (18°C). It is 
a measurement designed to reflect the demand for energy needed to heat a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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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the changes in the demand of natural gas for industrial 

purposes. The use of natural gas as a material in the oil refining 

industry since 2009 has played a crucial part as well. Temperature is 

regarded as an important variable here as well.

Taking the aforementioned factors as explanatory variables, the 

following study conducted a linear regression analysis to develop a 

demand model for the use of natural gas for industrial purposes. The 

model measured the factors behind the consumption trend from 2009 

to 2014, during which time the use of industrial-purpose natural gas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results, industrial natural gas 

consumption increased rapidly from 2009 to 2012 due to economic 

growth and the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natural gas as a 

material in manufacturing processes, whereas the sharp decline from 

2013 to 2014 was caused by the weakening of relative fuel prices.

Concerning the import of LNG, South Korea is hugely dependent 

upon volumes determined by long-term contracts. Therefore, this 

abrupt change in demand could have serious consequences in terms of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supply. Also, in order for South Korea 

to achieve its goal of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by 37 

percent from business-as-usual (BaU) levels by 2030, which is a 

pledge made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 conversion of energy, 

from natural gas to oil, is not desirable. With the 12th long-term 

natural gas supply plan having recently been discussed, it is 

recommendable for both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relevant 

authorities to seek ways of achieving stability and efficiency in the 

supply of LNG by carefully analyzing and reflecting on the re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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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changes.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investigate the loopholes in energy price regulations and regulatory 

policies regarding greenhouse gas emiss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ountry’s long-term greenhouse gas emissions reduction go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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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제1장 서 론

2000년 이후 국내도시가스 소비는 가파른 증가세를 시현해 왔다. 

소비부문별로는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가 연평균1) 3.7%의 완만한 증

가세를 보인데 비해 산업용이 동기간 연평균 8.9%의 급증세를 보이며 

우리나라 도시가스 소비를 견인하였다.

그러나 증가일로를 기록하던 국내 도시가스 소비가 2014년에 감소

세로 돌아섰다. 산업용과 가정 상업용 수요가 모두 감소하며 전년대비 

10.2%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특히 전년대비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산업용 소비의 경우 금융위기에 보합세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

지 두 자리 대의 증가율을 지속해 왔기에 2014년의 감소는 매우 이례

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2014년에 발생한 수요 감소세

가 기온의 변화 또는 국제경제에서 오는 특정 외부충격에 의한 일시

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지속적으로 나타날 현상

인지에 대한 의문점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가스 수요 감소는 여러 요인들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나, 특히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기온변화로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

다. 대부분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난방도

일2)의 증감에 따라 그 수요변화가 어느 정도는 가늠될 수 있으나 산

업용 도시가스의 수요변화는 기온변화 이외의 변수에서 더 많은 부분

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산업업종별 업황, 경제성장률 등 산업부분

1) 분석기간은 2000~2013이다.
2) 난방도일은 일별 평균기온을 산정하여 기준온도(섭씨 18℃)와의 차이를 누적한 

값으로 난방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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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에너지수요를 결정하는 실물경기 부분이 먼저 중요한 변수일 것이

며 원가절감과 이익극대화를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도시가스 

가격과 도시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연료의 가격에 보다 민감하게 반

응할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에너지상대가격 또한 산업용 도시가스 수

요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설명변수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변화에 대한 주요 요인을 분

석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산업용 도시

가스 수요는 상대적으로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비해 급증하였

으며 전체 도시가스 수요증가를 견인한 용도로써 불확실성이 높은 기

온변화에 의해 주로 설명되는 가정 상업용에 비해 요인분석 및 수요

전망이 보다 용이한 편이다. 이는 정부정책 및 외부환경의 변화에 산

업용 수요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가정 상업

용 수요에 비해 정부정책이 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변화에 대한 요

인 분석을 통해 향후 산업용 도시가스 환경 변화 분석에 대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 각 설명변수들의 수요변화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함으

로써 도시가스 소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중

심을 두고 있다. 

본 연구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국내 도시가스 

사업 및 소비 현황을 분석하여 최근 도시가스 소비에서 나타나는 주

요 특징 및 추세를 설명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선별하여 각 요인별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각 요인이 산업용 도

시가스 수요변화에 미치는 기여도를 분석하여 연도별로 산업용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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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소비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한 변수들을 선별하였다. 마지막 제

4장은 결론적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변화 분석을 통해 나타난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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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현황

1. 국내 도시가스 사업 현황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지난 1980년에 최초로 액화석유가스(LPG)를 

공급한 이래 약 35년이 지난 2014년 말 기준, 1,619만 수요가수3)가 

사용하는 국가 기간 에너지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도시가스의 원료인 

천연가스(LNG)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런 특수

성으로 인해 국내 도시가스사업은 원료공급과 유통구조가 이원화되어 

있는 사업체계를 가지고 있다. 도매부문은 한국가스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소매부문은 지역별 민간사업자가 지역책임 공급제 형태 운영

하는 등 국내 사업체제가 이원화 되어 운영 중이다.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인수기지(저장 생산설비)와 주배관망

(4,240km)을 운영하고 소매사업자는 지역배관망(39,633km)과 CNG 

충전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소매사업부문에는 지역배관망 확충과 효

율적인 안전 보급 관리를 위해 지역별 공급권역 허가제를 시행하였으

며 현재 공급권역을 허가받아 공급중인 민간 도시가스회사는 수도권

에 7개, 지방에 26개가 있다.4)

3) 도시가스사업통계월보, 2015.8, 한국도시가스협회
4) 평창지역은 2015년 하반기부터 도시가스공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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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국내 도시가스사업의 사업체계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 활용에 따른 출처생략

     

[그림 2-2] 민간 도시가스 사업자 별 공급권역 위치

자료: 도시가스편람(2014) 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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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도시가스 요금은 도매요금과 소매요금의 

합으로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원료비와 가스공사 공급비의 합으로 산

업부가 승인하며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소매요금은 각 시

도지사의 승인하에 지역별 공급사별 공급비용 차이에 따라서 공급회

사별로 요금이 차등되어 있다. 전체 요금에서 도매요금의 비중은 평균

적으로 90%를 차지하며 소매사업자의 공급비용은 전체요금에서 약 

6~15% 안팎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의 수요처는 매우 다양하여 일반 가정용은 물론 산업용, 업

무용, 상업용, 수송용, 집단에너지 발전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

반적으로 가정용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산업용의 비중이 200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업용 수요처의 경우, 초기에는 광

역시와 계획도시(구미, 창원, 청주 등)의 강세가 뚜렷했지만 점차 해안

에 위치한 신흥 산업도시(울산, 당진 등)의 대량수요처 공급이 확산되

는 형국이다. 다만 언급한 바와 같이 2014년 산업용 소비는 전년대비 

8.9% 감소하였으며 이는 산업용 도시가스가 국내에 공급된 이래 가장 

큰 감소율이다.

2.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현황

국내 도시가스 소비는 2000년 11,963백만㎥에서 2014년 22,132백

만㎥를 기록하며 연평균(’00~’14) 4.5%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견조히 

증가해왔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동기간 연평균 7.5% 증가하며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00년 3,151백

만㎥에서 2014년 8,665백만㎥로 소비규모가 약 2.75배 증가해 전체 

도시가스의 소비 증가를 견인하였다. 이에 비해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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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는 2014년 기준 12,040백만㎥를 기록하였으며 연평균 2.4%의 완

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00년 전체 도시가

스 소비 중 26.3%에 불과하였으나 점차 그 비중이 높아져 2014년에

는 39.2%를 기록하였다. 반대로 2000년 71.8%의 소비비중을 차지하

였던 가정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14년 54.4%의 소비비중을 기록

하며 17.4%p 감소하였다. 

(단위: 백만 ㎥)

구분 도시가스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

2000 11,963 3,151 0 8,594 218 

2005 16,963 4,434 323 11,908 298 

2009 18,445 5,584 910 11,689 262 

2010 19,982 6,947 1,054 11,838 144 

2011 21,679 7,946 1,113 12,513 106 

2012 23,776 9,135 1,200 13,267 174 

2013 24,656 9,510 1,247 13,805 94 

2014p 22,132 8,665 1,253 12,040 174 

연평균

증가율

00~14 4.5 7.5 16.2 2.4 -1.6
09~13 7.5 14.2 8.2 4.2 -22.6

<표 2-1> 우리나라 도시가스 소비현황(2000~2014)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각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그동안 증가일변도를 보이던 국내 도시가스 소비는 2014년 처음으

로 전년대비 -10.2%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8.9% 감소하였으며 가정상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12.8%의 

감소세를 보였다. 2009~2013년 기간 도시가스 소비는 연평균 7.5%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산업용 수요는 동기간 14.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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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 성장세를 보였었기에 2014년의 소비감소는 더욱 이례적인 현상

으로 보여진다.

[그림 2-3] 용도별 도시가스 소비비중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2014,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년 도시가스 소비의 급감에 대한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할 것은 저유가로 인한 타 에너지

원 대비 상대가격의 변화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에너지상대가격에서 

석유에 비해 낮은 가격수준을 보였던 도시가스는 고유가시대에는 폭

발적은 증가세를 보이며 석유를 대체하였으나 석유가격의 급격한 하

락이 발생한 2014년에는 오히려 도시가스를 석유가 대체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산업용 소비에서 보다 선명하게 나타난

다. 두 번째로는 이상기온으로 인한 온화한 날씨 때문에 수요가 감소

했을 가능성이 크다. 2014년 난방도일은 전년대비 13.5%나 급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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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로 인해 난방용 도시가스의 소비는 크게 위축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기온효과는 주로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에서 쉽

게 찾아볼 수 있으나 산업용 소비에서도 기온효과는 나타나고 있다. 

3. 주요 업종별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현황

2014년 현재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국내 산업체는 총 15,021개5)에 

이르고, 주로 산업공정용 에너지로 사용되고 있다.6) 산업용 도시가스

의 소비규모는 1996년 10억㎥ 초과한 이후 3년(1999년)만에 2배(20

억㎥) 8년(2008년)만에 5배(50억㎥초과) 및 15년(70억㎥)만에 7배 이

상 신장되었다. 산업용 도시가스 공급 및 용도의 법적 근거는 한국가

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산업부장관 승인)에 있다. 동 규정에서는 

천연가스 공급규정 제30조(요금의 구분) 및 제33조(산업용 요금)에서 

관련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조항에는 ‘산업용은 통계청 고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으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산업용에서 제외’하는 것

으로 나타나 있으며 특히 제조업체의 동일 장소내에 있는 부대시설7)

도 산업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도시가스 통계월보의 각 호에 따르면 산업용 수요처도 1990년 789개

에서 2014년 말 15,021개로 18.8배나 증가하며 연평균 13% 이상의 

5) 2014년말 전국 공장등록수(168,126개)를 감안하면, 공장의 천연가스 사용비율은 
10% 수준에 불과(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 활용에 따른 출처생략)

6) 연료용 이외에 경동도시가스 등에서는 천연가스를 원료용으로 사용 중이며 자세
한 내용은 후술한다.

7) 부대시설이라 함은 구내식당, 목욕탕, 의무실, 매점, 이 미용실, 경비실, 사무실,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등의 시설을 말하며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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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세를 기록하였다. 산업용수요가수는 1992년에 약 1천 개를 공급

한 이래 10년만인 2001년에 5천 개, 이어서 5년 후인 2006년에 1만 

개를 공급하는 등 짧은 시간에 신규 수요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산업체당 사용량을 보면, 2000년도 666천㎥/개를 최고점으로 점차 감

하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13년은 649천㎥/개를 기록하며 2000년 수준을 회복하였다. 가정용 

가구당 사용량이 600㎥대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산업체 1곳의 수요는 

가정용 수요 1,000개 이상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림 2-4] 산업용 수요처 당 소비량 

(단위: 천㎥, 천 개)

자료: 도시가스통계월보 각 호, 한국도시가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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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용 에너지소비는 석유화학, 조립금속, 철강과 같은 에너

지다소비 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도 역시 에너

지 다소비 산업의 소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에너지다소비

산업의 소비에 따라 전체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도 함께 변동하고 있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2-2>는 주요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도시가스 소비를 나타낸 것

이다. 2014년 기준으로 석유화학업종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중 약 

33%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조립금속과 1차금속

이 각각 20%, 14%를 차지하고 있다. 위의 3개 업종의 합은 전체 산

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약 67%의 비중을 보이며 도시가스 다소비산업

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석유화학업종은 2000년에는 전체 산업용 도

시가스 소비 중 10%의 비중을 기록하며 1차금속과 조립금속에 비해

서는 높은 비중이 보이지 않았으나 석유화학업계의 활황에 힘입어 

2014년에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고유가로 인한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높았던 2009~2013년까지는 무려 31.6%의 가파른 성장

세를 보이며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를 주도하였다. 조립금속업종도 전

체 분석기간 중 연평균 9.6%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09~13년까지는 

16.4%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1차금속업종의 경우에는 전체 분석기간 연평균 증가율(5.0%)에 

비해 2009~2013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이 둔화(1.5%)된 것으로 나

타났다. 조립금속 및 1차금속업종 모두 소비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석유화학업종의 가파른 증가세 때문인 것

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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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 ㎥)

구분 산업계 석유 화학 1차금속 조립금속 소계

2000 3,151
304 616 687 1,607

(10%) (20%) (22%) (51%)

2005 4,434
429 926 903 2,258 

(10%) (21%) (20%) (51%)

2009 5,584
1,021 1,175 1,094 3,289 

(18%) (21%) (20%) (59%)

2010 6,947
1,563 1,384 1,293 4,240 

(22%) (20%) (19%) (61%)

2011 7,946
2,092 1,320 1,568 4,980 

(26%) (17%) (20%) (63%)

2012 9,135
2,080 1,289 1,595 4,964 

(23%) (14%) (17%) (54%)

2013 9,510
3,057 1,247 1,738 6,042 

(32%) (13%) (18%) (64%)

2014p 8,665
2,848 1,213 1,734 5,795

(33%) (14%) (20%) (67%)

연평균
증가율

00~14 7.5 17.3 5.0 6.8 9.6 

09~13 14.2 31.6 1.5 12.3 16.4 

<표 2-2> 주요 업종별 도시가스 소비현황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각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14

4.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특성 및 사용분야

가. 수요 특성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가장 큰 특성은 주로 난방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가정 상업용 소비에 비해 연중수요가 대체적으로 균등하다는 점

이다. 도시가스 수요의 변동성은 기온효과의 영향이 주요 원인임을 감

안할 때,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는 기온효과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가장 

적게 받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림 2-5]는 2000~2014년 산업용 및 가정 상업용 도시가스 분기별 

소비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산업용과 가정 상업용 소비 모두 1분

기가 1년 중 가장 높은 소비량을 나타냈으며 3분기에 가장 낮은 소비

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정 상업용 소비는 1분기의 소비량이 3분기의 

소비량보다 무려 4.8배를 기록하며 큰 차이를 보인 반면, 산업용 소비

는 1분기의 소비량이 3분기의 소비에 비해 1.3배 수준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연간 균등한 수요를 보일 경우의 장점은 예측오차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정책 수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이다. 또한 

도시가스 판매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일정한 물량확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 균등한 연중 수요는 비교적 정

확한 수요전망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도매사업자에게는 저장비용을 

줄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소매사업자에게는 안정적 판

매예측을 가능하게 해 회사 운영에 필요한 현금흐름을 유지할 수 있

게 하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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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분기별 도시가스 평균수요량(2000~2014)

(단위: 백만㎥)

자료: 에너지통계월보 각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각 산업별 업황 및 국가 전체 산업 경기를 반영한다는 것은 또 다른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산업별 업황 및 

국가 전체 산업 경기에 따라 도시가스 수요의 일정부분이 정해질 것

은 당연한 것이며 이는 각 산업별 및 국가 경제예측이 산업용 도시가

스 수요예측에 주요 변수가 됨을 의미한다. 즉 향후 예측 가능한 산업

별 업황에 따라 보다 용이하게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 및 공급을 관리

할 수 있다.

타 에너지원과의 경쟁 및 대체가 쉬워 에너지원간 상대가격에 민감

한 것도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대형 

산업체를 중심으로 열원 공급용 보일러를 듀얼(dual) 형태로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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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듀얼보일러는 보일러에 공급되는 에너지원을 

상황에 따라 비교적 쉽게 변환(switching)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설비를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산업체에서는 경제성이 높거나 공급이 용이한 에

너지원을 선택하여 주입하게 된다. 산업부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중유

와 도시가스가 듀얼보일러에서 변환될 수 있게 활용되고 있으며, 두 

에너지원간 가격적 우위에 따라 수요량의 상당부문이 결정되는 형태

를 보인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각 지역에 분포

되어 있는 지리적 산업구조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이다. [그림2-6]

을 보면 도시가스 소비량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별로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활

성화된 공단은 울산(석유화학, 자동차)과 당진 등의 충남 서해안지

역(철강, 전자 등) 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지역의 산업용 구성비도 

각각 83.2%와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성비가 낮은 

시 도에는 인구 사회 통계학적 다양한 원인이 있으며, 앞으로도 대

규모 공단이 위치한 임해지역의 공급량은 증가하겠지만 내륙에 위

치한 광역시들은 산업체 입지의 제한으로 공급량 증가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도의 경우에는 임해의 요건은 구비했으나 경

제규모로 인해 대규모 산업체 유치에 어려움이 있고, 공급인프라 부

족으로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산업용 물량 및 구성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삼척 인수기지 완공시에는 인프라 구축 

확대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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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역별 도시가스 소비의 산업용 구성비(2013년 기준)

자료: 도시가스사업편람 2014. 66~67p. 한국도시가스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도식화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대부분 제조업체에서 생산공정내

의 산업용 보일러와 직화실 가열로에 투입되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

다.8) 산업용 보일러의 사용은 주로 열과 증기를 생산하기 위함이며 

열은 항온항습을 필수로 하는 산업공정에서 주로 이용되는 것으로 유

추된다. 특히 반도체나 조립금속과 같은 업종의 경우 작업장 내에 일

정한 온도와 습도가 필수적이기에 보다 많은 양의 도시가스를 소비하

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증기를 사용하는 업종은 석유화학업

종으로 정제 또는 합성의 많은 공정에서 증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

여진다.

직화용 가열로는 원재료를 가열, 열처리 또는 용해하는 용도로 주로 

8) 제조업체의 동일장소 內 부대시설도 산업용으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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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며 작업한 결과물을 건조하는 용도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조립금속, 유리 및 자기 업종에서는 열을 원재료에 가하는 작업을 주

로 하게 되는데, 이때 단조로, 압연로, 소성로 와 같은 가열로들이 사

용된다. 자동차 도장, 페인트 광택용 도료 등 용제를 건조하는 용도와 

종이, 직물, 식품 등 수분의 건조를 필요로 하는 곳에 건조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표 2-3>과 [그림 2-7], [그림 2-8]에서는 산업용 로의 

종류와 사용되는 분야를 정리하였다.

구  분 분 야 종 류

가열로
(Heating furnace) 

금속
단조로, 압연로, 균열로, 예열로,
소성로 등 

유리 자기 소부로, 소성로, 인쇄열압착기 등

열처리로(Heating
treatment furnace)

금속
소입로, 소려로, 소둔로, 침탄로, 균질화로, 
소준로, 숙성로, 질화로 등

분위기가스 소성로, 소부로, 인쇄열압착기 등

용해로
(Melting furnace) 

금속 금속용해로, 도가니로, 반사로, 보온로 등 

유리 자기 도가니로, 반사로, 연대요, 탱크요 등

기타 아교, 아스팔트, 유지등의 용해외

건조로
(Drying furnace) 

수분건조
수분건조장치
(종이, 직물, 식품, 주물사, 인쇄 등)

용제건조
용제건조장치(자동차 도장건조, 광택용도료, 
페인트, 인쇄잉크 등)

기타설비

냉난방기기 GHP, 흡수식냉온수기)
특수설비 소형열병합발전

기타가열 가스절단기, 예열토치

<표 2-3> 산업용 로의 분야별 종류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 활용에 따른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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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조가열로) (소둔로)

(열처리 침탄로) (용해로)

[그림 2-7] 각종 산업용로의 종류-1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 활용에 따른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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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로) (소결로)

(소성로) (소형열병합발전)

[그림 2-8] 각종 산업용로의 종류-2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 활용에 따른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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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변화 요인분석

본 장에서는 지표간의 관계, 선험적 추론, 전문가 면담 등을 통해 산

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들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구분된 주요 요인들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생산효과,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원료용 수요의 증가, 기온효과 등이 있으며, 주요 

요인들을 바탕으로 산업용 도시가스의 수요함수를 추정한 후, 이를 바

탕으로 최근의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급변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를 추

정하였다.

1. 산업생산활동 증가

산업공정에 활용되는 산업용 도시가스의 소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산업체의 생산 활동의 정도를 예상할 수 있다. 산업생산과 산

업용 도시가스 소비량 간의 상관관계는 실제 여러 데이터를 통해 나타

나고 있다.

[그림 3-1]을 보면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산업용 도시가스소비와 

제조업 평균가동률9)의 전년대비 증가율 추이가 나타나 있다. 

9) 제조업 부문의 생산능력지수와 가동률지수는 제조업의 생산능력과 이의 이용정
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생산실적과 생산능력의 비율인 설비이용도를 지수화한 것이 
가동률지수인데, 경기동향 분석의 기초자료로 이용된다(New경제용어사전,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593380&cid=50305& categoryId 
= 50305, 2015년 8월 30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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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제조업평균가동률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증감율 추이

자료: 제조업 가동률 지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8.19. 접속), 에너지통계연보 
각호(에너지경제연구원)

[그림 3-2] 산업생산지수와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추이

(단위: 백만㎥, 산업생산지수(2010=100))

자료: 시도별 광공업생산지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2015.8.19. 접속), 에너지통계
연보 각호(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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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지표의 추이를 보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추세가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과 상당한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 평균가동률이 산업시설의 가동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라면 아

래에 있는 산업생산지수는 산업규모 자체의 성장을 보여준다. [그림

3-2]에 보면 1990~2014년 기간의 산업생산지수와 도시가스 소비의 추

이가 나타나 있으며, 제조업 가동률 증감추이와 같이 성장추세에 있는 

두 지표간의 패턴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도시가스 보급 초기로서 산업용 전체 물량이 50억㎥에 불과하

였던 1990년대 초반의 경우에도 두 지표의 변동성은 차이가 나지만 증

감의 방향은 상당히 일치하고 있다. 주요 시기별 움직임을 보면, 국내 

제조업 경제가 크게 위축되었던 1998년의 IMF시기와 2009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에는 제조업평균가동률과 산업생산지수가 모두 감소하였

으며 이와 함께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도 크게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IMF와 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회복기에는 도시가스 수요도 급

증함에 따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1999년과 2010년에는 각각 전년

대비 39.6%, 24.4%의 놀라운 증가율을 보였다. 2011년 이후에는 경기

회복세 둔화로 3년 연속 산업생산지수가 정체기에 있고 제조업 평균가

동율이 70% 이하 수준을 유지하며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에 따라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도 급격히 성장세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산업생산지수가 전년대비 보합세를 기록한 2014년에는 제조업 평균가

동율(76.1%)이 1990년대 이후 역대 네 번째 낮은 수준을 기록함에 따

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전년대비 –8.7%를 기록함으로써 산업용 

도시가스 보급 이후 가장 큰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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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 때, 제조업 평균가동률과 산업생산지수 모두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패턴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의 성장과 경기의 호황 여부가 산업용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할 수 있다.

2. 경쟁연료와의 대체효과

가. 에너지 상대가격

국내 산업구조는 제조업 및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로 제조업의 연료

용 에너지 소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비용은 제조업의 원가경

쟁력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가격의 움직임에 산업부

문의 에너지소비는 매우 민감하게 움직일 수 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용 도시가스는 일반적으로 B-C유로 대표되는 중유와 

대체관계에 놓인다. 특히 철강, 조선, 석유화학, 반도체 등 에너지 다

소비 업종은 보일러 및 산업용 로 등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기 때

문에 가격경쟁력의 우위에 따라 B-C유와 도시가스를 선택하여 사용

하는 경향이 높다. 따라서 B-C유와의 상대가격은 도시가스 수요변화

를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 3-1>은 2000년 이후 연료용 석유와 산업용 도시가스의 소비추

이를 나타낸 것이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14년 9,038천toe를 기

록하며 연평균 7.4%의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에 반해 연료용 

석유는 2000년 16,355천 toe를 기록하며 산업용 가스 대비 약 5배를 

더 사용하는 에너지였으나 2014년에는 7,916천toe를 기록하며 연평균 

5%의 감소율을 보였다. 2011년까지는 연료용 석유의 소비량이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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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소비량보다 우위에 있었으나 2012년부터는 산업용 도시가스가 연

료용 석유보다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단위: 천toe)

구분 석유연료용 가스 합계

2000 16,335 3,308 19,643 

2001 15,264 3,612 18,876 

2002 15,235 3,984 19,220 

2003 13,837 4,177 18,015 

2004 13,049 4,382 17,431 

2005 12,561 4,656 17,217 

2006 12,309 4,847 17,156 

2007 11,746 5,225 16,971 

2008 11,144 5,933 17,077 

2009 10,910 5,891 16,801 

2010 10,612 7,329 17,941 

2011 9,328 8,383 17,711 

2012 8,037 9,501 17,538 

2013 7,960 9,903 17,863 

2014p 7,916 9,038 16,954 

<표 3-1> 산업용 도시가스 및 연료용 석유 소비 추이

주: 석유연료용에는 원료용 소비(납사)를 제외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각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10) 단, 본 지표에서 석유연료용 소비는 에너지통계밸런스에서 에너지유와 LPG 소비를 
합한 것으로서 여기에는 석유화학산업에서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LPG 소비를 
비롯하여 산업체에서 수송, 난방 등에 사용되는 일부 비 공정용 석유소비량이 포
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를 도시가스 대체 잠재력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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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용 석유와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를 합계한 소비량도 주목해서 

분석해야할 부분이다. 산업부문에서의 연료용 화석에너지 소비는 소

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0년 19,643천toe에서 2014년 16,954천

toe로 연평균 1%의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2005년 이후에는 산업부문 

연료용 화석에너지는 17,000천toe를 중심으로 약간의 변동만을 보이

고 있어 산업부문에서 사용되는 연료용 화석에너지는 기온이나 경제

상황에 따라 작은 변화는 있으나 일정 수준의 소비량을 유지하고 있

음을 짐작하게 하며 연료용 석유와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비중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11). 

[그림 3-3]을 보면 산업부문의 연료용 에너지 소비비중과 상대가격

(중유/가스)의 추이가 연도별로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2000년 이후 

가스대비 중유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도시가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며 석유를 대체해왔다. 그러나 2013년 중유가격이 경쟁력을 

가지게 됨에 따라 도시가스의 비중확대가 주춤하였으며, 2014년 중

유가격이 더욱 하락하며 급기야 도시가스의 비중이 오히려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1) 현재 산업부분의 연료용 화석에너지 소비 추이를 볼 때, 산업용 도시가스가 산
업용 중유를 100%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와 같
은 해석은 매우 극단적인 해석이며 도시가스가 산업부분 연료용 화석에너지에
서 중유를 대체하여 차지할 수 있는 최대 잠재력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바탕
으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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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상대가격 및 연료별 소비 비중 추이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각 호의 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체 분석

<표 3-2>는 국내 중유가격과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의 상대가격을 

비교한 것이다. 중유는 2007년까지 상대가격에서 도시가스보다 우위

를 보이고 있으나 2008년부터 2013년까지는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용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높아

진 이유는 급격히 높아진 유가와 당시에 한시적으로 유예되었던 도시

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에 기인한다12)13). 당시 국제유가는 배럴 당  

100 달러를 상회하였지만 가스요금은 석유가격에 연동되지 않아 산업

12) 2008년 3월부터 유예되었으나 2012년 7월부터 재실시

13) 원료비 연동제의 유예로 인해 가스공사에 약 5조원의 미수금이 누적되었으며 
최근 도매요금에 반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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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은 더 강화되었을 것이며 이는 석유에서 도

시가스로의 연료전환을 가속화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단위: 세후가격, 원/0.001toe)

국내가격
세후

(대리점_부가세포함)
세후

(부가세반영)
상대가격

년도  [중유(B-C)] 도시가스-산업용 (중유/가스)
2000 302.3 311.3 0.97
2001 318.3 390.6 0.81
2002 332.9 341.5 0.97
2003 349.7 377.5 0.93
2004 377.2 401.7 0.94
2005 432.8 418.9 1.03
2006 496.4 513.3 0.97
2007 531.9 538.6 0.99
2008 765.4 585.8 1.31
2009 726 670.5 1.08
2010 780.1 699.7 1.11
2011 997.2 765.6 1.30
2012 1,094.2 838.4 1.31
2013 940.1 894.2 1.05

2014p 890 954.9 0.93

<표 3-2> 에너지 상대 가격(중유/산업용 도시가스) 추이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그러나 2012년 하반기 재실시된 도시가스 요금 원료비 연동제로 인

해 2013년에는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이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2014년에는 유가가 급락하면서 석유가 도시가스에 비해 에너지상대가

격에서 큰 우위를 보이게 되었다. 그 결과, 연료용 석유는 2000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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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까지 연평균 약 –5.7%의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지만 2012년부

터 2014년까지는 에너지 상대가격의 우위로 인해 연평균 –0.8%의 

감소를 보이며 감소세가 둔화되어 약보합세를 유지하였다. 

[그림 3-4] 중유 대비 가스의 상대가격 추이

주: U자형의 실선은 상대가격의 추세선을 의미하며 시간(X)에 대한 상대가격(Y)은 

   의 관계로 나타난다.

나. 석유-가스 듀얼보일러 확산

최근 들어 유가의 급격한 변동과 함께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증가

하고 있으며 각 에너지원 간의 상대가격도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기업체는 원가절감을 위해 보다 저렴한 연료로 

사용연료를 대체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빈번해졌으며 특히 B-C유와 

도시가스가 혼용으로 사용가능하여 가격 변화에 따라 쉽게 연료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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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할 수 있는 듀얼보일러(dual boiler)가 확산되는 추세이다. 연료전환

이 가능한 듀얼보일러는 과거부터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원료비 

절감 및 변동성에서 파생되는 위험관리에 용이한 장점 때문에 보급률

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구 분 2013년 2014년 차 이

듀얼보일러설치(개) 219 329 110

공급량(백만㎥) 1,421 1,100 ▲ 321

<표 3-3> 산업체의 듀얼보일러 설치현황 비교

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 활용에 따른 출처 생략

2014말 공급권역내 듀얼보일러가 설치된 수요처가 있는 도시가스사

는 모두 19개사에 달하며, 도시가스사 당 평균 17개 업체가 듀얼보일

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4) 듀얼보일러에 사용되는 전

환연료는 BC유, LPG, 부생가스 등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며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산업인 석유화학업종에서 주로 듀얼보일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듀얼보일러의 확산으로 가격 변동성에 따른 산업체

들의 연료전환이 더욱 용이해지고 확대될 것이 예상된다. 

3. 산업 원료용 도시가스 시장의 발달 

2009년 경동도시가스가 SK에너지에 연간 28만 톤의 도시가스를 원

료용으로 공급함에 따라 도시가스는 산업공정의 연료로서뿐 아니라 원

료로도 활용되기 시작하였다. 

14) 한국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 활용에 따른 출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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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정제산업에서는 증류된 각종 유분들에 포함된 각종 불순물을 제

거하기 위해 수소를 사용한다. 이러한 수소처리공정(hydrotreating)에 

사용되는 수소는 일반적으로 납사(Naphta)를 분해하여 사용하고 있으

나, 천연가스가 이를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15)16) 

천연가스는 납사에 비해 가격불확실성이 낮으며 열 효율도 좋아 인

프라 등의 여건이 갖춰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원료용 도시가스 소비는 

빠르게 증가해 왔다. 특히 2010년~2013년 기간 동안 이어졌던 국제유

가의 고공행진은 원료용 도시가스 수요확대를 더욱 촉진하였다. 이를 

통해 원료용 도시가스 공급물량은 2009년의 약 1.7억 ㎥수준에서 

2014년 7.6억 ㎥로 약 4.5배 증가하였다. 산업용 도시가스소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009년 당시 약 3.1%를 수준에서 2014년 약 9.7%까지 

높아졌다.

원료용 도시가스는 공급규모 뿐 아니라 공급지역도 더욱 확대되어왔

다. 2015년 현재 원료용 도시가스는 경동도시가스를 비롯하여 총 8개

의 도시가스공급사가 울산과 당진 등 대규모 석유정제시설단지에 공급

하고 있다.

특히 경동도시가스는 연간 5억㎥ 이상 공급함으로써 단일용도 단일 

수요처로는 국내 최대공급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 물량은 전국 총 도

시가스 공급량 순위 16위에 해당하는 영남에너지서비스의 연간 공급량 

수준에 해당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한편 원료용 소비는 2013년에는 소비량이 7.6억㎥에 이르며 가장 많

15) 2008년 3월 원료용 고압공급 입법예고를 거쳐 7월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개
정으로 원료용 고압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졌다.

16) 연료용 도시가스는 중압으로 공급되는 반면 원료용 도시가스는 고압으로 공급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해 산업체 원료용으로 공
급되는 도시가스 배관의 공급압력을 확대하여 공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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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은 국제유가의 급락에 따른 가격경쟁

력 악화로 납사 및 LPG로 다시 대체되는 역전환 현상이 나타남에 따

라 사용량이 다소 감소하였다. 관련업계 전문가 인터뷰17)에 따르면, 석

유정제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납사와 LPG 생산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 석유제품가격의 시황에 따라 대외판매와 자체 공정연료로

의 재투입을 비교적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 2014년에는 국제 원유

가와 함께 석유제품가격도 급락함에 따라 납사와 LPG가 원료용 천연

가스를 대체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5] 원료용 도시가스 소비 공급량 및 비중추이

(단위: 백만 ㎥)

자료: 에너지통계연보(도시가스 소비량), 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원료용 공급량)

17) 원료용 도시가스 소비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원료용 도시가스 공
급업체를 위주로 지역 도시가스업체 담장자들과의 2차에 걸친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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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원료용 도시가스의 공급은 국가적으로 볼 때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적으로 우리나라의 천연가스수요는 전력피크와 난방수요가 몰리는 동

절기에 집중되고 하절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요를 보이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하절기에는 공급 대비 수요가 감소로 

천연가스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하절기 

도시가스 요금 인하를 통해 수급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원료용 수요는 이러한 계절적 제약을 받지 않고 연중 균등한 수요를 

지속하기 때문에 하절기 수요 감소를 일정 부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절기 수급의 불균형 현상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기온변화에 따른 계절성 수요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산업체의 생산 공정에 사용되지만 업종에 따

라 기온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가 산

업공정 뿐 아니라 산업체 내의 부대시설에 소비되는 도시가스도 포함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산업단지 내에서 난방에 사용되는 부분이 기온

에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부대시설에서의 소비량을 차지하고 산업

공정에 소비되는 소비량 자체도 기온의 영향을 받게 된다.18)

18) 이 또한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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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업종별･분기별 도시가스 소비추이

(단위: 백만㎥)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각 호

특히 산업공정상에서 일정한 온도의 유지가 반드시 필요한 공정과 열

과 증기를 사용해야하는 공정의 도시가스 수요는 외기온도의 변화에 따

른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기온이 높은 하절기에 일정 온도의 유지 및 

열과 증기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연료용 수요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동절기에 비해 적게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업종별 

특성으로 인해 산업용 수요에도 계절성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이러

한 특성을 보이는 주요 업종들로는 전기전자업(공조설비, 건조로 등), 

자동차제조업의 도장공정(건조로), 음식료가공업(오븐), 1차금속업(균질

로, 열처리로 등)과 같은 업종들이 있다.

주요 업종별 도시가스 소비 추이를 분기별로 보면 이러한 계절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6]에는 주요 업종에 따른 분기별 도시가스 소

비량이 나타나 있으며 대부분의 업종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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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현하고 있는 가운데 1분기와 4분기에 집중적으로 소비량이 높아지는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자동차제조업 등이 포함된 조립금속업에서 

계절에 따른 도시가스 소비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를 난방도일과 함께 비교해 보면 계절성을 보

이고 있을 뿐 아니라 기온의 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7]에 보면 2008~2014년 기간 동안의 난방도일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전년대비 증감률이 나타나 있다. 이를 보면 2008~2014년 

기간에는 혹한 등 이상저온 현상이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예년보다 난

방도일보다 높았으며 동기간 산업용 소비도 매우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반면 평균보다 난방도일이 낮았던 2009년과 2014년의 경우 산업용 소

비도 저조한 양상을 보였다. 물론 [그림 3-7]에서 나타난 도시가스 소

비량은 기온뿐 아니라 여러 가지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나 

난방도일의 변화와 방향을 같이함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7] 2008~2014년 기간 난방도일 추이

(단위: HDD, %)

자료: 에너지통계연보 및 에너지통계월보 각 호, 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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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 때,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도 대부분의 업종에서 계절

성을 보이고 있으며 산업별 생산공정의 특성에 따라 더욱 민감한 변화

를 보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5.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가. 분석개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여러 가지 요

인에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상호작용이 복합적

으로 작용하여 총소비의 증감으로 나타나게 된다. 

본 절에서는 간단한 계량경제 모형을 사용하여 앞서 정리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이 각각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주

었을 지에 대한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산업용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설명변수로 하고 산업용 

소비량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변량 회귀모형을 구축한 후 OLS (Ordinary 

Least Square)를 사용하여 설명변수의 모수(parameter)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특정 t년도의 실적자료와 추정된 모수를 바탕으로 변화요인별

(설명변수 별) 도시가스 소비량을 추정하였다. 이후 t기와 t+1기의 요인

별 변화분(differential)을 바탕으로 전체 산업용 소비량 변화에 대한 변

화요인별 기여도를 계산하였다. 

나. 모형추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생산활동, 경쟁연료와의 대체효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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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용 수요의 증대, 그리고 기온에 따른 영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

다. 이러한 요인들과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간의 회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요인별로 계량화할 수 있는 대리변수를 설정하였다.

먼저 경제성장의 정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는 산업생산지수(Index 

of industrial Product)를 사용하였다. 산업생산지수(이하 IP)는 통계청의 

광업 제조업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생

산규모의 성장과 움직임을 지수화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생산의 변화 

정도를 시계열로 판단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 

다음으로 경쟁연료와의 대체효과를 위한 대리변수로는 산업용 도시

가스 가격과 중유(B-C유)가격간의 상대가격(가스가격/중유가격)을 사용

하였다. 실제 산업현장에서 에너지를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에너지가격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용 에너지소비에 

있어서 중유와 가스간의 비중변화는 두 에너지원간의 상대가격의 변화

양상과 그 추이를 같이하고 있다. 

원료용 소비의 증가는 앞 절에서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지만 본 수요함수 추정에서는 제외하였

다. 이는 원료용 소비의 발생기간이 최근 몇 년에 집중되어 있으며, 원

료용 소비량 자체가 도시가스 총 소비에 그대로 반영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모형추정에서는 설명변수에서 제외하였으며 동시

에 종속변수인 총도시가스 소비량에서도 차감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온

요인에 대한 대리변수로는 냉난방도일을 사용하였다. 

선형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model)19)으로 추정한 식은 다음과 같

19) 일반적으로 경제변수들간의 회귀분석에서는 변수들간의 데이터 스케일의 차이와 
비선형 상관관계 등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로그선형(log-linear model)모형을 이용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로그변환시 냉난방도일의 0값 처
리 문제, 기여도 분석 시 모형추정단계에서 제외되었던 원료용 소비량과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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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주요 설명변수에 시계열 자료에서 주로 나타나는 오차항의 자기

상관성을 제거하기 위해 오차항의 자기상관성을 제거하기 위해Cochrane- 

Orcutt방식을 이용하였다. 추정에서 사용된 데이터 실적 기간은 

2000~2014년의 자료이며 기온변화에 따른 계절성을 탐지하기 위해 분

기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 t기의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원료용 소비량 제외)

 : t기의 산업생산지수

: t기의 난방도일

 : t기의 냉방도일

추정된 모형의 계수값과 주요 통계량은 다음 <표 3-4>와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설명변수와 종속변수간의 관계는 선험적 판단에 부합하게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산업생산과 냉난방도일은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상대가격(가스가

격/중유가격)은 산업용 소비량과 음(-)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 상대가

격이 상승할 때(가격경쟁력이 악화)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량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된 계수값의 통계적 유의성을 보면 IP와 난방도일(HDD)은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상대가격(RP)은 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냉방도일(CDD)의 추정계수값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등으로 인해 단순 선형모형을 사용하였다.



제3장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변화 요인분석  39

Variable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C 576.4842 429.555 1.342

IP 12.64233*** 3.130 4.040

RP -269.429300** 102.649 -2.625

HDD 0.291897*** 0.0284 10.293

CDD 0.004981 0.0518 0.096

AR(1) 0.940962*** 0.0486 19.351

R-squared 0.973  Durbin-Watson 1.743

F-statistic 414.109 Prob(F-statistic) 0.000

<표 3-4>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분석모형 추정 통계량 

주: ***p<0.01, **p<0.05이며, 계수는 비표준화로서 상대적 비교는 불가함.

다. 요인별 기여도 분석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2009년 이후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는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해 

보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주요 요인별 추정 계수값에 각 연도별  

실적데이터를 곱함으로써 이를 당해년도의 해당 요인에 따른 소비량으

로 가정하였다. 이렇게 각 요인별로 연도별 소비량을 추정한 후 t+1기

와 t기간의 변화분을 계산하였다. 2009년 이후의 요인별 변화분은 다음

<표 3-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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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산업생산 난방용 냉방용 대체효과 원료용 기타 총계

2009 -5.45 -1.05 -0.012 62.06 169.74 -265.42 -40.13 

2010 709.18 107.42 0.36 -60.51 111.49 495.48 1363.41 

2011 300.89 -18.01 -0.46 12.72 26.97 677.14 999.24 

2012 75.85 22.18 0.73 113.85 90.91 885.53 1189.06 

2013 35.40 -21.75 0.19 -111.85 125.90 346.55 374.44 

2014 3.79 -114.31 -0.43 -146.19 -50.86 -536.67 -844.66 

<표 3-5>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요인별 변화분

(단위: 백만 ㎥)

주: 1) ‘기타는 각 요인별 소비량의 합과 실제 산업용 소비실적과의 차이를 의미하며, 
경제학적으로는 오차항을 의미함.

2) 원료용 소비량은 자료 획득의 제약으로 인해 원료용 공급규모가 가장 큰 경동
도시가스 공급물량만을 반영

<표 3-5>에 제시된 요인별 변화분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먼

저 2009년에는 전년보다 산업생산에 사용되는 소비량과 난방수요증가

에 따른 소비량은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상대가격의 하락에 따

른 에너지소비대체(중유→도시가스)는 더욱 증가하였으며 원료용 소비

가 도입됨으로써 원료용의 소비량이 크게 나타났다. 2010~2011년에는 

산업생산활동에 따른 소비량 증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

는 당시 금융위기 이후의 경제회복기에 급증하였던 산업생산활동을 보

여주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2012년에는 원료비 연동제 유예로 유

가와의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시기로 상대가격 하락에 따른 에너

지대체가 상당히 크게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 2013~2014년에

는 경제성장세 둔화, 온화한 기온, 연료비 연동제 재개와 유가하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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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상대가격 악화 등으로 소폭 증가한 산업생산을 제외한 모든 요인

별 소비량이 전년대비 감소한 실적을 보였다.

요인별 변화분을 산업용 총소비변화분으로 나누면 총소비변화에 대

한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된 연도별 기여도 추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3-8]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는 최근의 산

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급변의 주요 원인에 대한 직관적 해석을 가능하

게 해 준다. 

[그림 3-8]을 보면 2010년에 발생하였던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급

증(전년대비 24.4%)은 상대가격의 악화로 소비가 다소 감소하였지만 

산업생산과 원료용 소비 증대, 기온효과 등이 겹치며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2013년에

는 산업생산 증가와 원료용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상대가격 

악화에 따른 연료대체가 크게 발생한 것에 기인한다.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가 전년대비 –8.9%의 급락세로 돌아섰던 2014년에는 특히 크게 

감소했던 2014년에의 요인별 기여도를 크기별로 보면 원료용수요의 감

소, 상대가격 악화에 따른 에너지대체,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인한 

난방수요의 감소의 순(順)으로 나타났다. 원료용 소비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 또한 납사에 대한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발생하였음을 미루어보면 

2014년의 급감현상은 저유가에 따른 산업용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악

화가 가장 큰 원인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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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요인별 기여도 추이

연도 산업생산 난방용 냉방용 대체효과 원료용 기타 총계

2009 -13.6 -2.6 0.0 154.7 423.0 -661.4 100.0 

2010 52.0 7.9 0.0 -4.4 8.2 36.3 100.0 

2011 30.1 -1.8 0.0 1.3 2.7 67.8 100.0 

2012 6.4 1.9 0.1 9.6 7.6 74.5 100.0 

2013 9.5 -5.8 0.1 -29.9 33.6 92.6 100.0 

2014 0.4 -13.5 -0.1 -17.3 -6.0 -63.5 100.0 

<표 3-6>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요인별 기여도

주: 산업용 도시가스 총소비량이 전년대비 감소하였던 2014년의 경우 기여도 분석
결과의 일관성을 위해 –1을 곱해서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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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2000년 이후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의 빠른 성장은 국내 도시가스 산

업의 성장을 이끌었다. 산업용 수요는 가정 상업용에 비해 계절성이 낮

고 경제성장에 따른 수요확대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써 국내 가스산

업의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원료용 가스 공급

의 확대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에너지사용 기조는 이러한 기조

를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2013년부터 빠른 증가세가 둔화되던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급기야 2014년에 감소세를 기록하였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2014년 산업용 도시가스의 감소에는 경기회복세 둔화에 따른 산업생산

활동 둔화, 예년보다 따뜻했던 겨울철 기온, 저유가 심화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의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의 감소는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도시가스 소비 하락 요인들이 동시에 발생한데 따른 원인이 크지

만, 본 보고서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결과를 보면, 저유가 심화에 따른 

도시가스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당분간 지

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스의 석유대비 가격 경쟁력 열세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두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

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에서 최종에너지소비에서 소비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서의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에너지 가격 체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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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제도적 정비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2030년 기준 BaU대

비 37%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고려할 

때에도 LNG가 석탄, 석유 등 여타 화석연료들로 대체되는 현상은 결

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유가로 인한 에너지역전환(가스→석유) 현상은 

경제논리에 따라 움직이는 최종 소비자들에게는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기회를 주지만 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을 지향하고 있는 최근의 국가적 방향과는 괴리가 있는 현상이다. 물

론, 국내 도시가스 가격 경쟁력 악화의 근본 원인은 아시아 프리미엄으

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락을 함께 향유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환경에 기인한다. 그러나 국내 도시가스 가격결정 체계에도 개

선할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 도시가스 가격은 원

료비연동제를 통해 천연가스 도매요금에 영향을 받으며 천연가스 도매

요금은 국제유가에 연동된 계약방식에 기반한 LNG 도입단가 변화를 

반영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별 연결구조로 인해 국제유가의 하락이 최

종 도시가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 데에는 최소 2~4개월 이상의 시차

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유가의 등락이 LNG 도입가격에 반영되는 

비중 역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실제 최종 도시

가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러한 가격 결정구조로 인해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할 때에는 도시가스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안

정적인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나 2014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대

미문의 저유가 시기에는 오히려 경직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장의 가

격신호와 별개로 가격결정구조에 개입되는 정책적 규제가 현재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장기적인 온실가스감축목

표를 고려할 때 가격과 규제 등 에너지 정책 전반에 빈틈은 없는지 종

합적으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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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국가 수준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수립 시 최근의 도시가

스 수급의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산

업용 도시가스 소비는 2000년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14년 기준 우리나

라 최종 도시가스 소비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가정 상업부문의 

도시가스 소비가 비교적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산업용 도시

가스 수요는 경기 가격 산업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체 도시가스 소비의 소비 변화를 주도하

고 있다. 

[그림 4-1] 계약형태별 LNG 도입물량 및 LNG 소비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가스공사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체 제작에 따른 출처 

생략

특히 우리나라는 해외로부터의 LNG를 도입 할 때 공급의 안정성 확

보를 위해 장기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2000~2014년간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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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한 약 39만 톤의 LNG 중 약 28.7만 톤이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통해 도입되고 있다. 순수 Spot성 도입을 제외한 중단기 계약 물량까지 

합치면 35만 톤에 이르며 이는 총 LNG 도입량의 약 90% 수준이다. 

따라서 국내 LNG 수요의 급격한 변화는 LNG 공급 안정성과 효율성

을 저해시키게 된다. 최근 ‘제12차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 및 가스산업의 관계자들은 최근의 환경변화를 충분히 분석

하고 반영함으로써 국내 도시가스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를 꾀

해야 할 것이다. 



제4장 결론  47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각 호.

                , 에너지통계월보 각 호.

한국가스공사, 내부자료

한국도시가스협회, 내부자료

               , 도시가스 사업편람 2014, 2014.

               , 도시가스 통계월보, 각 호.

<Web Data>

네이버 지식백과((https://terms.naver.com)

통계청, 제조업 가동률 지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통계청, 시도별 광공업 생산지수,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박 명 덕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천연가스 시장 메가트렌트의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연구: 비전통가스 개발의 

국내 에너지수급 영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4
A Multiplicative Error Model with Heterogeneous Components for Forecasting 

Realized Volatility Journal of Forecasting, 2015

이 상 열

現 에너지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요저서 및 논문>

가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정 상업부문 에너지 전망모형 개선, 에너지정보

통계센터 출연사업 14-02, 2014

수시연구보고서 2015-02

산업용 도시가스 수요변화 요인분석

2015년 10월 29일  인쇄

2015년 10월 30일  발행

저  자  박 명 덕, 이 상 열

발행인  박 주 헌

발행처  에너지경제연구원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전화: (052)714-2114(代) 팩시밀리: (052)714-2028

등  록  1992년 12월 7일  제7호
인  쇄  범신사 (052)245-8737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ISBN 978-89-5504-521-5 93320

  *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값 7,000원>




	수시15-02 박명덕이상열 표지
	수시15-02 박명덕이상열 면지
	(수시연구)산업용도시가스수요변화요인분석_1127_인쇄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