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EO 이 병 욱

최고의 기술로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 BEST PARTNER가 되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기술(주)는 집단에너지기술의 선진화를 위해 1991년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핀란드의

국제적인 에너지 컨설팅 회사인 ENER GROUP LTD. 와의 합작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24년간 전임직원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으로 집단에너지산업에서 핵심역할을 수행해온

한국지역난방기술(주)는 고객이 만족하는 최상의 엔지니어링서비스 제공으로 국내 최고의

집단에너지 전문 엔지니어링사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지역난방기술(주)는 국내 다수의 집단에너지시설 설계를 통해 축적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하고 핵심기술을 체계화하는 등 우리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발전시켜

석탄화력발전소 설계로 사업영역 확대는 물론, 해외 발전플랜트 등 설계사업 수주를 위한 노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고효율의 플랜트설계 기술개발로 에너지 절감, 국민생활의 편익증진과 SRF/Bio-SRF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활용한 설계기술로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 적합한 신뢰의 기술제공으로 성장해온 한국지역난방기술(주)가 앞선 기술과

인문학적 상상력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글로벌 에너지 전문 Best Partner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History

1991 합작투자계약서 조인
(한국지역난방공사, 핀란드 ENER GROUP LTD.)
한국지역난방기술(주)설립

1992~

1999
5개 신도시 지역난방 건설기술용역 계약체결
동수원, 청주, 수원, 안산 집단에너지사업 기본설계용역 계약체결
일원, 상암 지역난방 기본설계용역 계약체결
북수원, 김해 열생산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체결

2000 김해 열생산시설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2001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 구역형집단에너지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2013 오산 열병합발전소 건설공사 설계기술용역 계약 체결
포천 산단 집단에너지 기본 및 사업주 기술지원용역 계약 체결
Bismayah IPP설계용역, Ciprel IV Add-on EPC사업 기전부문 설계용역 계약체결

2014 석문 집단에너지 실시설계 용역 계약 체결
내포신도시 집단에너지 설계기술용역 계약 체결
춘천 집단에너지 상세설계용역 계약 체결
고령 PE-IGCC Plant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2015 안양열병합발전소 개체사업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
베네수엘라 Pet-coke FEED 계약 체결
주주변경(P

‥
OYRY FINLAND OY → 캡스칼리스타사모투자전문회사)

시화지구 1단계 확장 단지 집단에너지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계약 체결2002

화성열병합발전소 기본설계용역 계약 체결2003

송도 집단에너지사업 건설 설계기술용역 계약 체결2004

화성 열병합발전소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수원 발전용보일러 탈질설비 설계용역 계약 체결

2005

파주 열병합발전소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신안 증도 태양광발전소 설계용역 계약 체결
대구 우드칩 신재생에너지사업 설계용역 계약 체결
제1회 집단에너지대상 최우수상(국회산업자원위원장상 수상)

2006

광주수완 집단에너지시설 설계용역 계약 체결
2007 친환경경영대상 수상(열병합발전소 탈질 시스템 개발 부분 대상)

2007

대전학하 CES 건설공사 설계용역 계약 체결
해외건설엔지니어링업 취득

2008

광교 집단에너지시설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양주(옥정지구) 집단 에너지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 에너지설계용역 계약 체결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 전기분야) 취득
종합감리전문회사 등록 및 전력시설물종합감리업 취득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인증 취득

2009

대구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 기본설계 기술용역 계약 체결
페루 ChilcaUno Power Station Add-on Project 실시설계용역 계약 체결

2010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시설 설계용역 계약 체결
김천 집단에너지시설 건설공사 사업주 기술지원용역 계약 체결

2011

울진 대우 석탄화력발전소 건설타당성조사용역 계약체결
GS EPS(주) 당신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공사 사업주 지원용역 계약 체결
화성 동탄2 주기기 기본설계 계약체결

2012





안산복합, 청라 열병합 등





열병합발전 / 복합발전

열병합발전은 전기와 열을 동시에 생산하는 종합에너지시스템(Total Energy System)으로서 일반적으로  
고온부는 전기, 저온부는 공장의 공정(Process)용 증기 또는 온수로 만들어 주거 및 사무용시설에 난방용으로
공급하는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열병합발전은 일반 발전보다 훨씬 복잡한 계통으로, 다양한 운전모드에 따라 전력부하 또는 열부하에 의하여
적절한 부하 제어를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역난방 온수를 생산, 공급하여야 합니다. 복수기 손실열을 냉각수 
대신 난방용 순환 온수를 사용함으로써 난방 또는 급탕열로 이용할 수 있어 유효열 사용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최신 기종인 MHPS J class, Siemens H class, GE H class에 대한 설계실적을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엔지니어링사 입니다.

KDHEC 장점
•최고의 효율을 갖는 설계(폐열 극소화)
•유럽의 CHP에 적용된 각종 기술들을 최대한 집약 반영
•신뢰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운전 도모
•높은 이용도를 우선하는 설계
•폭 넓은 운전범위 확보
•CHP/DH System 일원화 설계에 따른 계통설계 최적화

수행 프로젝트
- 김천에너지 석탄 열병합발전소            : 59 MWe + 200 t/h 공정증기

- 콜롬비아 AES Petcoke 발전소            : 120 MW x 2 + 360 MW x 1

- OCI SE 석탄 열병합발전소                : 150 MW x 2 (+ 400 t/h 공정증기)

- 민자 석탄화력발전소건설 타당성 검토    : 500 MW x 1 

- 포천 산단 열병합발전                      : 169 MW X 1 

주요기술
•Megawatt Control 운전(일정 전력 생산운전) 방안
•House-Load Operation 방안
•DH Plant 운전에 입각한 Overpressure Protection 계통구성(TRD421)
•DH Heater 열용량 계획 및 배치계획
•에너지집약적 CHP플랜트 설계
•CHP Optimization : 용량, 운전모드 및 Operating Envelope 극대화

•해외 엔지니어링사와의 기술협력 : RAMBØLL(덴마크),PÖYRY(핀란드)

| 주요실적 |

열 (-12°C, ModeⅠ 운전기준) 기종 (32°C, ModelⅢ 운전기준)

화성 열병합발전소 설계 395.6 Gcal/h 512.3 MW

파주 열병합발전소 설계 393 Gcal/h 515 MW

송도 열병합발전소 설계 170 Gcal/h 206.5 MW (150̊ C 기준)

판교 열병합발전소 설계 141 Gcal/h 146 MW

광주 수완 열병합발전소 설계 86 Gcal/h (-7 C̊ 기준) 114 MW

삼송 열병합발전소 설계 98 Gcal/h 99 MW

남양주별내 열병합발전소 설계 93 Gcal/h 115 MW

양주 열병합발전소 설계 400 Gcal/h 524 MW

하남 열병합발전소 설계 270 Gcal/h 510 MW

당진 5호기 복합화력 기본설계 GT 300 MW X 2 ST 300 MW X 1 900 MW

평택복합 2단계 실시설계 GT 300 MW X 2 ST 300 MW X 1 900 MW



- 당진 바이오매스 발전소 책임감리

- 명지지구 집단에너지사업 열원시설 건설공사 감리





- 고령 PE-IGCC Plant 기본설계용역



KDHEC는 발전설계, 지역냉·난방,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세계수준의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전문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지난 20년 이상 선진기술 도입과 수많은 기술용역 경험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 그룹을 양성하고 풍부한 설계 노하우를 축척해왔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년 이상 지키고 이어온
 인간과 환경을 위한 감동 에너지기술

 한국지역난방기술주식회사

New & Renewable Energy
신·재생에너지사업 설계

District Heating & Cooling
지역냉·난방 설계

General Supervision · CM
종합감리·건설사업관리

Coal-fired Power Generation
석탄화력발전 설계

Combined Heat & Power Gerneration / CCPP
열병합발전 / 복합발전 설계

 Feasibility Study
타당성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