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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ing
Together,
Dreaming
Future
함께 성장하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희망 에너지로
더불어 사는 매일

Everyday Life Full of
Hope and Energy

생활 곳곳에 함께 합니다. 산업 현장 구석구석에서 빛납니다.
대기 오염 없이 도로 위를 달립니다.

생활 속에서 만나는 안전하고 청정한 도시가스는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으로,
오늘도 고객 행복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ity gas is everywhere in your everyday life.

It is an integral part of each and every industrial field It allows vehicles
to smoothly travel the roads without creating pollution.

City gas, a safe and clean energy source, is a convenient and

economic choice that makes great contributions to the happiness of
consumers in their dai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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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GREETINS

한국도시가스협회는 국내 도시가스산업의 발전과 회원사의
권익 신장을 위하여 지난 1984년 6월 16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협회는 전국 34개 도시가스사와 함께 국내외 에너지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민연료인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업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87년 2월, 부천에 최초로 천연가스가 공급된 이래 짧은 역사
속에 우리는 세계 천연가스산업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43,000㎞의 배관을 건설
하여, 1,800만 가구(가정용 보급률 : 80%)에 청정연료를 안전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가정용 공급을
시작으로 상업부문, 산업용은 물론, 수송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요처에 공급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연료산업으로 성장하였습
니다.
우리 협회는 도시가스 관련 대정부 정책건의, 안전관리, 통계
조사 및 분석, 교육 홍보, R&D, 고객만족 경영, 규제개선 등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의 청정연료 보급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국민 연료인 도시가스를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적
소외계층을 배려한 가스요금 경감 및 동절기 공급 중단 유예,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 활용을 통한 민들레카·행복나눔 사업,
에너지 바우처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에너지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도시가스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업 목적 및 조직도
BUSINESS PURPOSE & ORGANIZATION

희망찬 내일을 향해 달리는
한국도시가스협회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was established on June
16, 1984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city gas industry and promote the interests of member
companies. The Association and its 34 city gas members
across the country strive to stably supply energy for
developing industries and to efficiently respond to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energy markets.

In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time since its first supply
of natural gas in Bucheon in February 1987,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has achieved unprecedented rapid growth
in the world natural gas industry. Since its establishment,
the Association has built 43,000 km of pipelines that safely
and reliably supply clean energy to 18 million households
(household supply rate : 80%). The Association has grown
into a national fuel industry and now meets various
commercial, industrial, and transportation gas demands
in addition to individual demands.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involved in a variety of
projects related to: government policy suggestions for city
gas, safety management, statistical survey and analysis,
education and promotion, R & D,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and regulation improvement. In particular,
the Association is devoted to assisting the government in
enacting clean fuel distribution policies and increasing the
convenience and safety of supplying city gas as a national
fuel.

Driven by a strong sense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also actively engaged in
various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aimed at reducing
gas rates and eliminating standard supply cut-offs for
the underprivileged during the cold winter months.
The Association also conducts the Mindeullae Car and
Happiness Sharing projects, which are implemented
based on the Association’s Social Contribution Fund and
the provision of subsidized energy vouchers. Through
these activities,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making
every effort to enhance energy-welfare and become an
institution much loved and trusted by the general public.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장 구 자 철

Korea City Gas Association
Chairman Koo, Cha Chul

Korea City Gas Association
marching ahead for a brighter future
사업목적
Business Purpose

회원 상호간의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산업의 진흥과 문화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The purpose of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to seek the healthy growth of the city gas
business driven by mutual understanding and cooperation between members and
contribute to industrial development and cultural refinement.

조직도
Organization

회장
상근부회장
전무이사
전략기획본부

Strategic Planning
Division

정부 정책 관련
Government policies

안전관리 선진화 및
가스사고 대응
Advancement of safety
management & response
to gas accidents

공급배관 건설 융자
Financing for the supply
of pipe construction
가스산업 경쟁도입 관련
Introduction of
competitive systems in
the gas industry
협회 사업계획 관련
project planning

사회공헌기금 관련
Social contribution fund
통계 등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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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안전실

Technology and Safety
Division

도법(code) 개정 및 제도 개선
Code revision &
system improvement

제세 및 각종 부담금 관련
Taxes & dues

05

안전관리 대책 수립
Establishment of safety
measures

정책자금(안전관리자금) 운영
Management of policy
funds(Safety management
fund)
에너지효율개선 사업
Energy efficiency projects
계량 및 열량제도 개선
Improvements to
measuring and calorie
counting systems

Vice Chairman

Managing Director

도시가스사업 관련 제도
City gas business-related
institutions
요금 및 재무분석
Rates & financial
analysis

Chairman

온압보정 관련 등
Temperature and
pressure compensation

영업전략실

Sales Strategy
Division

경영지원실

Management Support
Division

도시가스 보급 확대
Expansion of city gas
distribution

인사 노무
Human resources

CNG 및 충전인프라 구축
Construction of CNG &
charging infrastructure

서무 및 지원 업무
General affairs & support

기후변화 관련
Climate change

기기 개발 및 보급
Development &
distribution of devices

가스냉방 및 신재생에너지
Gas heat pumps & new
and renewable energy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대응 등
Community energy
systems

예산, 결산, 경리
Budget, settlement,
and accounting
홍보 관련
Public relations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
Efficient operation of
civil complaint affairs

정기간행물,
사회공헌 발간
Periodicals &
publications related to
social contribution
협회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 등
General management
of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KOREA CITY GAS
ASSOCIATION

연혁
HISTORY

내일을 밝히는
한국도시가스협회 30년의 발자취
Opening a bright futur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t's footsteps in the last 30 years
1984~
1984

04. 17
06.14

06.16
06.27
Apr. 17

Jun. 14

Jun. 16
Jun. 27

1986~

창립총회
- 초대회장 장형태, 1국2과(업무과, 총무과)
동력자원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등록
-설립근거: 민법 제32조(동력자원부 공고
84-10호)
법인설립등기(서울 민사지방법원 제2062호)
도시가스협회 현판식
Held Inaugural Assembly
- Founding Chairman: Hyung Tae Chang,
two departments, and one division
(General Affairs Department, General
Services Department)
Registered as a corporation upon
approval from the former Ministry of
Energy & Resources
- Legal basis for corporate registration:
Article 32 of Civil Code(official notice no.
84-10 by Ministry of Energy & Resources)
Registered incorporation(no. 2062,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Held plaque-hanging ceremony of City
Gas Association

1986

 도권 7개 도시가스사와 정부가 최초의
수
천연가스 수급계약 체결
Dec. 30 Seven city gas companies in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government
signed the first ever natural gas supply
agreement.
12.30

1987

경인지역 최초 천연가스 공급(45만 가구)
제2대 김수근 회장 취임
Supplied the first-ever natural gas to
Gyeongin area(450,000 house holds)
Feb. 23 Held inauguration of the 2nd Chairman
Soogeun Kim
02.
02.23
Feb.

1988

 울올림픽 주경기장 성화대 및 관련시설
서
천연가스 공급
Sep. 17 Supplied natural gas to flame holder in
main stadium of 1988 Seoul Olympics
and related facilities
09.17

1990~
1990

1992
02.07

Feb. 7

1993

02.22
02.22
04.16
05.17
07.03

Feb. 22
Feb. 22
Apr. 16
May. 17
Jul. 03

1994

 국 도시가스 수용가 100만 돌파
전
(공급량 : 9.6억㎥)
Number of households nationwide
consuming city gas exceeded 1 million
units(supply volume: 960 million ㎥)
 송매체를 이용한 도시가스 편리·안전성
방
홍보
Promoted convenience and safety of city
gas via broadcast media outlets
도시가스 공급비용산정기준 제정
제4대 홍승순 회장 취임
도시가스합동민원신고센터 설치
제1차 라운드테이블미팅 개최(일본)
사무실 이전(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81-17
인주빌딩)
Established guidelines to calculate supply
cost of city gas
Held inauguration of the 4th Chairman
Seungsoon Hong
Opened City Gas Complaints and Report
Center
Held the 1st Round Table Meeting(Japan)
Relocated office(Inju Bldg., 681-17,
Yeoksam-dong, Gangnam-gu, Seoul)

창립10주년 기념식
안전관리계도물 공동 제작 및 배포
(가스 안전 사용 요령)
Jun. 14 Held 10th anniversary
Sep. 13 Jointly produced and distributed safety
guidance materials(manual for safe gas
consumption)
06.1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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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1996

전국 도시가스 수용가 500만 돌파
서울도시가스 업계 최초 수용가 100만 세대
02.27
제5대 김태정 회장 취임
08.27
제6대 이병직 회장 취임(상근)
Number of households nation wide
consuming city gas exceeded 5 million
units Number of households in Seoul
consuming city gas exceeded 1 million
units for the first time.
Feb. 27 Held inauguration of the 5th Chairman
Taejung Kim
Aug. 27 Held inauguration of the 6th Chairman
Byungjik Lee(standing)

2000~
2000

가스안전교육용 동영상 제작·배포
최초 CNG충전소 설치 운영(은평충전소)
사무실 이전(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70-8
삼성빌딩)
Feb. 28 Produced and distributed video on gas
safety training
Jun. 29 Opened the nation’s first CNG recharging
station(Eunpyeong recharging station)
Jun. 30 Relocated office(Samsung Bldg, 170-8,
Samsung-dong, Gangnamgu, Seoul)
02.28
06.29
06.30

2001

1997

 국전문가 초청 도시가스시설 안전진단
외
(TGE, GDF 등 외국기관 전문가 26일간 진단)
Nov. 13 Invited a foreign expert for safety
diagnosis of city gas facilities(experts
from TGE, GDF, and other foreign
agencies performed diagnosis for 26
days.)
11.13

1998

천연가스버스(CNG) 국내 첫 운행
도시가스요금 원료비연동제 시행
도시가스 가스안전 결의대회 개최
Started first service of CNG bus
Linked city gas charge to raw material
price
Oct. 22 Held a rally on city gas safety
07.27
08.01
10.22
Jul. 27
Aug. 01

1999

03.15
제7대 기옥연 회장 취임
Mar. 15 Held inauguration of the 7th Chairman
Okyeon Ki

삼천리, 업계 최초 매출액 1조원 달성
Samchully Co. achieved KRW 1 trillion
in sales revenue for the first time in the
industry.

2002

04.03
제8대 김영훈 회장 취임
Apr. 03 Held inauguration of the 8th Chairman
Younghoon Kim

2003

2004

 국 도시가스 수용가 1,000만 돌파
전
(공급량 : 150억㎥)
Number of consumer nationwide
consuming city gas exceeded 10 million
units (supply volume: 15 billion ㎥)

창립20주년 기념식 개최
기초수급대상자 등 사회 빈곤층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 시행
Jun. 15 Held 20th anniversary
Oct.
Suspen ded nonsupply during winter
to recipients of basic living and
the socially poor
06.15
10.

2006~
2006

도시가스 고객서비스헌장 선포
도시가스 공학전문서적 발간
CNG버스 보급 1만대 돌파
Declared city gas customer service
charter
Apr. 17 P
 ublished a specialty publication on
city gas engineering
Aug. 25 N
 umber of CNG buses exceeded
10,000 units
04.10
04.17
08.25
Apr. 10

2007

도시가스업계 매출액 10조원 돌파
저
 소득층 에너지복지기금 60억 원 기부
(한국에너지재단)
09.14
도시가스안전관리효율화 로드맵 추진전략
수립, 시행
City gas industry exceeded KRW 10
trillion in sales revenue
Aug. 01 Donated KRW 6 billion in energy welfare
fund for low-income households(Korea
Energy Foundation)
Sep. 14 Established and implemented strategies
for road map on efficient safety
management of city gas
08.01

2008

06.27
제10대 이만득 회장 취임
Jun. 27 H
 eld inauguration of the 10th Chairman
Mandeuk Lee

2009

사회적배려대상자 요금경감제도 시행
사무실 이전(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23)
가스안전기술사례집 발간
제1회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시행
Launched charge discount initiative for
the underprivileged
Apr. 15 Relocated office(223, Tehran-ro,
Gangnam-gu, Seoul)
Jul. 01 Published casebook on gas safety
technology
Nov. 27 The 1st Community Service Day of the
city gas industry
01.01
04.15
07.01
11.27
Jan. 01

2010~
2010

신용카드 요금 납부제도 시행
한·중 Gas Exchange 개최
Started to accept credit card payment
for city gas charge
Oct. 19 Held Korea–China Gas Exchange
04.
10.19
Apr.

2011

전국 도시가스 수용가 1,500만 돌파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공동추진 협약식 체결
제
 11차 한·일·대만 라운드테이블미팅 개최
(서울)
Number of consumer nationwide
consuming city gas exceeded
15 million units
Apr. 28 Signed an agreement to jointly plan
and launch ‘Find Missing Children’
Campaign
Aug. 25 H
 eld 11th Korea-Japan-Taiwan Round
Table Meeting(Seoul)
04.28
05.25

2012

06.15
제1회 가스인상 선정 및 포상
07.01
천연가스 열량제도 시행
Jun. 15 S
 elected and awarded achievers at the
1st Achievement Award
Jul. 01 Started natural gas heating range
system

2013~
2013

 시가스 안전점검 사전 예약 및 SMS 안내
도
제도 시행
11.05
도시가스분야 국민행복추진단 발족
(서비스 및 민원 개선 추진)
Jul.
Started reservation and SMS notice
service for safety inspection of city gas
Nov. 05 Launched People’s Happiness
Promotion Group on city gas(to seek
improvement in customer service and
complaints handling)
07.

2014
02.03
02.03
09.30
12.02

Feb. 03
Feb. 03
Sep. 30
Dec. 02

조직개편(3팀제 → 2실 2팀제)
도시가스 기준해설서 발간
도시가스협회 30년사 발간
협회 창립30주년 기념식 및 사회공헌기금
선포식
Restructured organization(Three teams
→ two offices, and two teams)
Published standard explanation book
on city gas
Publication of the 30-year history of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Ceremony celebrating the 30th
anniversary of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and the announcement
of the Social Contribution Fund

2015~
2015

신용카드사 MOU체결
민들레카 출범식
Singing of an MOU with credit card
companies
Sep. 03 Launching ceremony for the Mindeullae
Car Project
07.17
09.03
Jul. 17

2016

01.15
제13대 구자철 회장 취임
05.02
조직개편(2실 2팀제 → 1본부 3실제)
Jau. 15 Held inauguration of the 13th Chairman
Chachul Kim
May. 02 R
 estructured organization
(2 departments, 2 teams →
1 head office, 3 departments)

2017

제
 14차 한·일·대만 라운드테이블미팅 개최
(서울)
May. 24 Held 14th Korea-Japan-Taiwan Round
Table Meeting(Seoul)
05.24

주요 사업
MAJOR BUSINESS ACTIVITIES

KOREA
KOREA
CITYCITY
GASGAS
ASSOCIATION
ASSOCIATION

초록 에너지로
지속 가능한 내일

도시가스 경영여건 개선과 제도개혁

Improvement of City Gas Management Condition
and System Reform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Sustainable Future
with Green Energy

Research of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reorganizing
the profit structure

도시가스요금제도의
합리적 운영

Systematic operation of
the city gas rate system

경영여건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수익구조 개선을 위하여 현행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제도를 연구·분석
하여 합리적 요금산정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and improve the profit structure,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makes continuous efforts to establish a reasonable rate
calculation system. This is done by study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city gas supply cost
calculation system.

도시가스요금 관련 각종 제도의 합리적 개선 및 고지/수납 방식의 다양화 등 거래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도시가스회사의 업무편의는 물론 도시가스소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
니다.

The system implemented by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meets the various needs of city gas
consumers and ensures the convenient operation of city gas companies. In an effort to provide
even better services, efforts are continually being made to improve the various systems related

to city gas rates and build advanced trading systems and diversified notification and collection
methods.

도시가스제세 ·
부담금 제도의 개선

Improvements of the city
gas tax and dues system

도시가스에 부과되는 각종 제세·부담금의 감면 및 세제 환경 개선 노력을 통하여 도시가스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도시가스회사의 경영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city gas
industry and improving the management of city gas companies by reducing various taxes and
dues imposed on city gas and by making other efforts to create a better tax environment.

미래전략연구

Future Strategy Research
쾌적한 환경을 추구합니다.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합니다.

미래전략포럼 운영

도시가스는 미래를 여는 청정 에너지로 건강한 산업발전을 견인합니다.

Future Strategy Forum

한국도시가스협회가 대한민국의 내일을 책임지겠습니다.

도시가스산업의 새로운 비전설정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 및 신성장 동력 발굴 등 새로운 성장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강구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가스 미래전략포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The City Gas Future Strategy Forum,” which consists of experts from industry, academia, and
research institutions, develops mid- to long-term strategies for new growth. Together these

strategies aim to expand related networks to create a new vision for the city gas industry and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aims to create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for

discover new growth engines.

all citizens by providing a stable supply of gas. City gas, a source of clean energy,

경쟁시장 대비책 강구

drives the healthy development of industries across the nation. In this way,

Preparing for competitive
markets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plays a pivotal role in the future of Korea.

가스산업 경쟁시장 조기진입에 대비한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가스산업 상설추진단을 구성·운영,
향후 도시가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In order to prepar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gas industry’s early entry into the competitive
market,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operates a standing committee, which studies the

potential impact of the competitive market on the gas industry and lays a foundation for
strengthening the Association’s response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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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MAJOR BUSINESS ACTIVITIES

KOREA CITY GAS
ASSOCIATION

고객만족경영의 확대

Expansion of Customer Service Management
도시가스사회공헌사업의
효율적 운영

도시가스산업 발전에 대한 사회적 환원 및 대고객 이미지개선을 위해 조성된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의

도시가스 CS역량 강화
사업 추진

도시가스 서비스수준 진단 연구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강구하여 서비스 공급품질 향상을 모색하는 한편, 고객

Effective management of city
gas social contribution projects

City gas CS enhancement
project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기금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도시가스사업의 대외 인지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rough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ocial Contribution Fund,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aims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and improve the overall image of the city gas industry.

서비스 개선·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고객중심의 합리적 VOC(Voice of Customer)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seeks to enhance service quality by implementing effective
plans for city gas service level diagnosis and research projects and by holding workshops to

improve and strengthen customer service. The Association is also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Voice of the Customer” system so that it becomes more customer-friendly.

도시가스 보급확대

Expansion of city gas
distribution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공급취약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보급확대 노력을 통해 지역간 보급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에너지원으로서 도시가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committed to narrowing the supply gap between different

regions and ensuring the availability and convenient use of city gas nationwide. In order to
achieve this, continuous efforts are being made to expand supply to areas that currently have
no or an unstable supply.

신수요 창출

Creation of New Demands
가스냉방 보급확대 추진

Expansion of gas heat pumps

가스냉방(Gas Heatpump)은 하절기 전력피크와 동고하저의 가스수요패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속적으로 GHP 및 흡수식냉방기기의 보급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A gas heat pump (GHP) is a device that can simultaneously be used to solve the energy
shortages of the summer peak season and the demand pattern fluctuations between the
summer and winter.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continues to expand the distribution of
GHPs and absorption type cooling equipment.

CNG 보급 확대

Expansion of CNG distribution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미세먼지 주요 대책의 일환으로 청정연료 CNG 버스 및 충전 인프라(고속도로 휴게소
등)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As part of key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of air pollution caused by fine dust particles,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now working toward increasing clean fuel CNG bus distribution
and charging infrastructures (in expressway rest areas and other places).

신규시장 개척 및
공급확대방안 강구

Supply expansion and
advancement into new
markets

12

도시가스사업의 성숙에 따른 보급 정체 및 타연료와의 경쟁력 약화로 도시가스 공급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 이의 타개를 위한 신수요개발을 위한 신규시장 개척 및 공급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The supply growth of city gas has slowed significantly due to a stagnated distribution rate, the
maturation of the business, and the weakening competitiveness of city gas in the fuel market.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developing measures to
explore new markets to create new demands and expand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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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MAJOR BUSINESS ACTIVITIES

KOREA CITY GAS
ASSOCIATION

안전관리

Safety Management
안전관리 법규 제도
개선 및 지원

Improvement and suppor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safety management

도시가스사업법규의 합리적 개정을 통한 자율안전관리체계로의 전환, 도시가스배관 주위의 타공사로

인한 사고저감 대책 강구와 지자체 및 국가 재난관리시스템 공동이용 등 재난 조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시가스 안전관리 확보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has contributed to the safe management of city ga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early disaster response system. As part of this effort, the Association

has pushed to adopt an autonomous safety management system through the amendment of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has set measures to reduce third-party damages caused
by construction near gas supply pipelines. The Association has also promoted the joint use of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by the local and central governments.

소비자 안전 및 피해예방
안전대책 추진

Promotion of consumer
safety and damage
prevention

도시가스 안전점검일자를 사전에 휴대폰 문자로 소비자에게 알려주는 SMS(Short Message Service)

안내,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복장통일, 안전점검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콜제 운영 등을 통해 소비자의
사생활 피해예방 및 안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helps prevent privacy violations and ensures safe gas use by
consumers by notifying consumers of city gas safety checks in advance via mobile phone

messages. To further protect consumers, the Association also provides all meter-readers with

uniforms so that they can easily be identified by consumers. The Association also operates the
Safe Call system, which allows consumers to verify the identity of meter-readers.

신안전관리시스템(장비)도입
활성화 방안 강구 추진
Introduction and active use
of new safe management
systems (devices)

도시가스시설의
지진대응능력 강화

Strengthening the
earthquake response
capabilities of city gas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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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배관의 전기방식(부식여부 상태)여부를 원격으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 강구와 가스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레이저 메탄탐지기 도입 방안 검토 등 최첨단 안전관리장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actively pursuing plans to introduce state-of-the-art safety
management devices, such as devices that can remotely check for corrosion in city gas

pipelines that may need electrolytic protection and laser methane detectors, which can check
for gas leaks.

교량첨가배관의 안전성 확보방안 강구와 지진 규모별, 단계적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정비, 일본 등 해외의

내진관련 제도와 대책, 활동사항 등을 조사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지진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now studying and establishing earthquake countermeasures
appropriate for the country’s unique geographical needs. Related activities include seeking

measures to secure the safety of pipelines attached to bridges, reviewing response manuals
for each earthquake magnitude, and researching the earthquake-proof plans, system, and
activities of othe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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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ITY GAS
ASSOCIATION

사회공헌활동
CSR ACTIVITIES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한국도시가스협회

Korea City Gas Association dreaming of
a world of shared prosperity

에너지 복지사업의 확대 및 지속 발굴
Expansion and Continued Exploration of
Energy Welfare Projects

한국도시가스협회는 나눔의 가치로 소통하여
모두가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communicates the value of
sharing and is devoted to creating a society where everyone can
happily live together.

사회적 배려대상자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제도의 개선,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제도, 에너지바우처 제도
등을 통하여 에너지복지 정책이 합리적으로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strives to ensure that all its energy welfare policies are
properly and fairly executed. This is done by improving the subsidy system for underprivileged
individuals and welfare facilities, suspending supply cut-offs, and providing energy vouchers.

도시가스업계 봉사의 날
City Gas Volunteer Day

협회 및 전국 34개 도시가스사는 ‘봉사의 날’을 정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권역내 사용시설 점검·보수, 보일러·가스레인지 교체, 물품(쌀, 김장김치, 연탄, 내복 등) 기증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and its 34 member city gas companies across the country

have established a “Service Day”. On this special day, employees carry out various voluntary

activities to help the underprivileged endure the cold winter months. Some of these activities
include checking and repairing the city gas facilities in each supply area, replacing boilers

and gas ranges, and donating goods (rice, kimchi, briquettes, and new underwear) to those in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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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ITY GAS
ASSOCIATION

사회공헌활동
CSR ACTIVITIES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 운영

Operation of the City Gas Social Contribution Fund
도시가스산업 발전에 대한 사회적 환원과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기금 100억원을 조성,
사회적 공유가치 창출과 순수한 사회공헌활동을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has raised 10 billion Won through its Social Contribution
Fund. These funds are spent on various activities that purpose to give back to the community,
reinforce the social value of sharing, and promote social contributions

가스의류건조기 지원사업
‘행복나눔’

“Happiness Sharing,” a
gas-fueled dryer donation
program

민들레카

The Mindeullae Car Program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생활인들의 의류량과 날씨의 영향으로 세탁물 건조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사회공헌기금에서는 도시가스를 사용 중인 사회복지기관에 대해 효율성
높은 최신 가스기기를 지원하여 낮은 비용으로 기관 이용자들의 생활편의 향상 및 위생개선을 목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Social welfare facilities often have trouble drying their laundry because of bad weather and
민들레카는 ‘도시가스 사회공헌기금’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으로 비영리 사회복지기관이 시행하는 야외
활동, 연수, 캠프에 카니발 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민들레카는 2015년 9월 3일 출범
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소외계층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This program is one of the representative activities supported by the “Social Contribution

Fund.” Through this program,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sends the Kia Carnival to social

welfare institutions for their outdoor activities, training sessions, or camps. A ceremony
celebrating the launch of the Mindeullae Car Program was held on September 3, 2015, after
which the program began in earnest.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온정나눔’

the sheer volume of laundry that must be done on a daily basis. Part of the Social Contribution
Fund, operated by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is used to buy new, high-efficiency, gas-

fueled dryers for social welfare facilities who are using city gas. These state-of-the-art dryers
not only add to the convenience of staff and residents but also improve overall hygiene.

실종아동찾기 캠페인

Find Missing Children Campaign
한국도시가스협회와 실종아동전문기관(초록우산)과의 ‘실종아동

“Sharing Warm Hearts,”
an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roject

찾기’ 캠페인 체결(2011년) 이후 도시가스사를 통해 실종아동전단
지를 전국으로 배포하였습니다. 전국 도시가스사는 매월 4일 안전
점검의 날 행사 시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회사의 사보·요금고지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The City Gas Association and Childfund Korea (Green

Umbrella) signed a partnership agreement to support a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효율개선을 통한 난방에너지효율 제고 및 에너지 구입비용 저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추위와 저항력이 약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지원을 통해 정서적인 안정과
건강관리 등 안정적이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 “Sharing Warm Hearts” project enhances the energy efficiency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y raising the efficiency of their heating energy and reducing their energy costs. By

providing support to welfare facilities that are used by children, the elderly, and the disabled

(people who typically have lower resistance to the cold),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campaign for finding missing children (2011). Campaign

activities include distributing flyers with information about
the missing children through member companies across
the country, disseminating flyers on the Safety Check Day

(the 4th of every month), and integrating missing child

information in each company newsletter and on gas bills
and the website.

helps create a more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t welfare facilities, thereby improving the
emotional and physical stability of those who liv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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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CITY GAS
ASSOCIATION

사업자 분포도 및 회원사 현황
DISTRIBUTION CHART OF CITY GAS COMPANIES & STATUS OF MEMBER COMPANIES

대한민국 구석구석
따뜻하게 감싸주는 도시가스

회사명

대표자명

본사 소재지

대표전화

(주)예스코 Yesco

천성복, 정창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23

1644-3030

코원에너지서비스(주) Ko-one Energy Service

박근원, 김진철

서울도시가스(주) Seoul City Gas

City Gas, Reaching
Every Corner of Korea

송경석

(주)귀뚜라미에너지 Kiturami Energy

김성회

(주)대륜 E&S Daeryun E&S

유재권

(주)삼천리 Samchully
참빛(속초) Chambit(Sokcho)
코원ES(서울) Ko-one ES(Seoul)
예스코(서울) Yesco(Seoul)
서울(서울) Seoul(Seoul)
귀뚜라미(서울) Kiturami Energy(Seoul)
대륜E&S(서울) Daeryun E&S(Seoul)

정진혁, 이가원

인천도시가스(주) Incheon City Gas

김영광

(주)부산도시가스 Busan City Gas

김영훈, 강석기

대성에너지(주) Daesung Energy

김형순

(주)해양도시가스 Haeyang City Gas
강원(춘천) Gangwon(Chooncheon)
참빛영동(강릉) Chambit Youngdong(Kangreung)

인천(인천) Incheon(Incheon)

명성(평창) Pyeongchang(Pyeongchang)
참빛원주(원주) Chambit Wonju(Wonju)

삼천리(경기) Samchully(Gyeonggi)
미래엔서해(당진) Mirae & Seohae Energy(Dangjin)
중부(아산) Jungbu(Asan)

참빛충북(충주) Chambit Chungbuk(Chungju)

대성청정(안동) Daesung Clean Energy(Andong)
충청ES(청주) Choongcheong ES(Cheongju)
영남ES(구미) Youngnam ES(Gumi)

충남(대전) Choongnam(Daejeon)

영남ES(포항) Youngnam ES(Pohang)
대성(대구) Daesung(Daegu)

군산(군산) Gunsan(Gunsan)

서라벌(경주) Seorabeol(Gyeongju)

전북ES(익산) Jeonbuk ES(Iksan)

경동(울산) Kyungdong(Ulsan)

전북(전주) Jeonbuk(Jeonju)

경남(창원) Kyungnam(Changwon)

전남(순천) Chonnam(Suncheon)

부산(부산) Busan(Busan)

해양(광주) Haeyang(Gwangju)
대화(여수) Daehwa(Yeosu)

지에스이(사천) GSE(Sacheon)

목포(목포) Mokpo(Mokpo)

황인규, 양대우

(주)충남도시가스 Choongnam City Gas

송재호, 나윤호

(주)경동도시가스 Kyungdong City Gas
강원도시가스(주) Kangwon City Gas

참빛원주도시가스(주) Chambit Wonju City Gas

참빛영동도시가스(주) Chambit Youngdong City Gas
참빛도시가스(주) Chambit City Gas

충청에너지서비스(주) Choongcheong Energy Service
참빛충북도시가스(주) Chambit Chungbuk City Gas
중부도시가스(주) Jungbu City Gas

(주)미래엔서해에너지 Mirae & Seohae Energy
전북도시가스(주) Jeonbuk City Gas
군산도시가스(주) Gunsan City Gas

전북에너지서비스(주) Jeonbuk Energy Service
목포도시가스(주) Mokpo City Gas

대화도시가스(주) Daehwa City Gas

영남에너지서비스(주) 구미 Youngnam Energy Service(Gumi)

영남에너지서비스(주) 포항 Youngnam Energy Service(Pohang)
대성청정에너지(주) Daesung Clean Energy
서라벌도시가스(주) Seorabeol City Gas

이대만, 김문택
김복천
김복천
김찬호
이중갑
김병표
박영수
김홍식
윤인식
정 회

정경오
김재홍
남정호
고정연
김한배
조항선
강인구
유석형

(주)지에스이 GSE

(주)제주도시가스 Jeju City Gas

명성파워그린(주) Myungsung Power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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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만엽

태재광

전남도시가스(주) Chonnam City Gas

경남에너지(주) Kyungnam Energy

제주(제주) Jeju(Jeju)

조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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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진, 김문수
이동춘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07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46길 51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244-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42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 934번길 23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대로 513
대구광역시 중구 명덕로 85

광주광역시 광산구 손재로287번길 59
대전광역시 중구 유등천동로 762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로 260-10
강원 춘천시 삭주로 163

강원 원주시 호저면 원문로 376-27
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291
강원 속초시 미시령로 3198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 244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344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안길 14
충남 당진시 시곡로 348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재안길 31
전북 군산시 해망로 178

전북 익산시 석암로3길 80
전남 목포시 영산로 742

전북 순천시 장선배기길 31
전남 여수시 만성로 178

경북 구미시 1공단로6길 94

경북 포항시 북구 소티재로 208
경북 안동시 모래골1길 61

경북 경주시 유림로5번길 183

경남 창원시 성산로 연덕로 18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412-3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미리내길 153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송전1길 81-3

1599-3366
1588-5788
1670-4700
1566-6116
1544-3002
1600-0002
1544-0009
1577-1190
1544-1115
1666-0009
1577-8181

033-258-8800
1899-9100
1899-9100
1899-9100
1599-0009
1899-9100
1544-0041
1577-6580

063-240-7700
063-440-7700
063-830-8500
1899-6390

061-720-9000
1661-6080
1599-0009
1599-0009

054-850-1100
1544-5916

055-260-4000
1577-1169

064-749-5184
033-332-6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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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행복한 에너지 시장을
만드는 회원사(도시가스사)
Partners that create a happy
energy market with
Korea City Gas Association

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 더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와 함께 행복한 에너지 시장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34개 도시가스회사를 소개합니다.

A life of convenience, abundance, and a clean environment should not
be taken for granted. There are people who work hard behind the scenes
just to make this happen. Together with its partners,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works hard to create a sustainable energy market.

코원에너지서비스

Ko-one Energy Service

코원에너지서비스는 1978년에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 도시가스회사로서 업계 최고 수준의 안전관리
역량과 기술을 바탕으로 서울시 동남권과 경기도 일부 지역 등 146만 세대에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태양광 발전, 바이오가스,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적극 진출함으로써 업계를 대표하는 종합 에너지서비스기업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The Ko-one Energy Service was established in 1978 as the first privately-operated city gas
company in Korea. Founded based on the industry’s best safety management skills and

국내 최초 순수 민영도시가스사
Korea’s first-ever 100%
private city gas company

예스코
Yesco
따뜻함과 행복을 드리는
생활 에너지기업
Energy company that gives
warmth and happiness

서울도시가스
Seoul City Gas

친환경경영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영역 확대
Extension of renewable
business by eco-friendly
management

귀뚜라미에너지
Kiturami Energy

technologies, Ko-one Energy Service provides clean energy to the 1.46 million households in

the southeast area of Seoul and some parts of Gyeonggi Province. The company is growing into
a comprehensive energy company and industry leader through its advancement into new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 sectors such as photovoltaic power generation, biogas, and fuel cells.

예스코는 1981년에 도시가스 법인을 설립하고, 서울의 중심부 및 경기 동북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2006년 ‘G2G2020’ 비전을 선포하고 해외 도시가스사업 진출, 가스냉난방사업,

CNG충전소 운영사업, 바이오가스 등과 같은 에너지사업은 물론 비에너지 분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생활에너지그룹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Yesco has enjoyed constant growth starting from the central part of Seoul in 1981 when it was

established and later to the northeastern part of Gyeonggi-do. In 2006, Yesco declared the
‘G2G2020’(Good to Great 2020) Vision and since then, it has entered into businesses related
to overseas city gas, gas heating / cooling, CNG recharging stations, and biogas, as well as
nonenergy sectors with the goal to become a total living energy group.

1983년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영도시가스를 인수하여 설립된 서울도시가스는 1987년부터 천연
가스를 가정, 상업, 산업용 수요가에게 공급함으로써 환경보호는 물론, 시민들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경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에너지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Seoul City Gas took over Seoul Siyoung (city-operated) Gas, which had been operated by the

Seoul city government (1983). Since 1987, Seoul City Gas has been the supplier of natural gas

to households, as well as commercial and industrial consumers. The company continues to
play a key role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contributing to a more convenient life for
Korean citizens. Furthermore, it has expanded its services to new renewable energy as part of
its eco-friendly management ethics, putting Seoul City Gas ahead in the energy industry.

1984년 설립된 귀뚜라미에너지는 ‘세계 수준의 안전과 고객서비스를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에너지

전문기업’이라는 비전을 선포하고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고객 중심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봉사 및 후원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1984, Kiturami Energy identifies itself as being an “energy specialist company
that pursues world-class safety and customer service as its key values” and supplies the clean

세계 수준의 안전과 고객서비스 추구
Pursuing the World’s Highest
Level Safety and Custom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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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of city gas to customers in a safe and convenient manner. In order to achieve mutual
growth together with local communities, the company actively participates in volunteer
community service and provides sponsorships. These efforts are based on its customer-

oriented corporate culture, which emphasizes interacting with local communities as a member
of th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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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E&S
Daeryun E&S

대륜E&S는 최근 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는 움직임에 발맞추어

사람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도시가스사
The people and the
environment as its top priority

삼천리
Samchully

친환경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공급 영역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급권역 확대를 추진하고,

집단에너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륜E&S는 사람과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기본 방침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대성에너지
Daesung Energy

eco-friendly energy source. This is in sync with the energy paradigm shift toward finding a

1955년 연탄기업으로 출발한 삼천리는 천연가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1980년대 경기지역과 인천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국내 최대 도시가스 기업으로 도약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발전 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 에너지 사업에서부터 생활문화 사업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있으며, 나눔과 상생의 기업문화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며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
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선도하며
녹색경영 실천
The leader in green
management of
new/renewable energy

해양도시가스
Haeyang City Gas

인천도시가스
Incheon City Gas
지역 경제 발전의 역사와 함께 한 기업
Growing side by side
the local economy

부산도시가스
Busan City Gas
고객의 행복과 함께하는 도시가스사
Delivering a happy spirit to its
customers

proving its expertise in different energy sectors such as power generation, community energy,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life and culture businesses. Along with this continued discovery
and promotion of new businesses, Samchully also focuses on earning the public’s trust by
actively establishing a corporate culture of sharing and mutual benefit.

지난 1983년 인천지역에 친환경에너지인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으로 지역경제 발전의 역사와 그 맥을
함께 한 인천도시가스는 2012년 ‘비전2020’을 선포하고, 젊은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Ever since Incheon City Gas began supplying eco-friendly gas to Incheon in 1983, it steadily

grew together with the city’s local economy In 2012, driven by its young corporate culture,
Incheon City Gas declared 'Vision 2020' under which it aimed to grow even further.

부산도시가스는 1981년 설립된 이래 천연가스를 부산시민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고객의

고객과 함께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기업
A Company Creating New
Life for its Customers

충남도시가스
Choongnam City Gas

customers.” To attain this goal, Busan City Gas is now stepping into the community energy
and renewable energy business sector through various energ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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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ed the landfill gas (LFG) project, the SolaWin system distribution project, and the
solid recovered fuel (SRF) project for the handling of urban waste. As a global comprehensive
energy company at the forefront of the energy industry both at home and abroad, Daesung
Energy is now leading the eco-friendly energy paradigm of Korea.

해양도시가스는 1983년 회사 설립 이후,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광주광역시 및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영광군, 해남군, 함평군, 장흥군에
친환경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인재육성 장학금 지급, 가스 안전기기 보급 확대 등 사회 공헌활동에도 최선을
“dreaming of a better future with customers and creating new life values” and strive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communities in the region by supplying eco-friendly city gas to Gwangju,
Naju, Hwasun, Jangseong, Damyang, Yeonggwang, Haenam, Hampyeong, and Jangheung.

The company also puts a great deal of emphasis on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which include
providing scholarships to raise talents and expanding the supply of gas safety equipment.

충남도시가스는 대전광역시와 계룡시에 도시가스, 열, 전기를 공급하는 종합 에너지서비스 회사입니다.

충남도시가스는 최상의 에너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고객 모두의 풍요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지원하고자
힘찬 발돋움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소통하며 일상을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Choongnam City Gas is a comprehensive energy service company that supplies city gas, heat,
and electricity to Daejeon and Gyeryong. The company makes efforts not only to provide the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best energy services possible, but also to support all customers in enjoying a happy life. Going
종합 에너지서비스 회사
forward, Choongnam City Gas aims to continue to treat its customers like true friends who can
A Comprehensive Energy Service
share and talk about their daily lives.
Company Spreading Happiness
Among Neighbors

경동도시가스
Kyungdong City Gas

울산광역시 및 양산시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경동도시가스는 1984년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지 30년만인 지난 2013년 전국 34개 도시가스사 중 2위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
에는 산업용 도시가스 보급률 전국 1위,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 90% 달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뤘
으며, 8년 연속 안전관리수준평가 최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Since its establisment in 1984, Kyungdong citygas has been supplying the city gas around

지원을 활용한 집단에너지사업, 신재생 에너지사업 등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Busan and aspires to become a “total energy solution provider working for the happiness of

of life of customers and help create environmentally-friendly cities, Daesung Energy has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83, Haeyang City Gas has continued to pursue the corporate value of

행복과 함께하는 Total Energy Solution Provider’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에너
Established in 1981, Busan City Gas provides a stable supply of natural gas to the citizens of

Daegu, Gyeongsan, Goryong, and Chilgok. As part of its tireless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다하고 있습니다.

and Incheon in the 1980s, Samchully has rapidly grown to become the largest city gas company
in Korea. Using its city gas business as a springboard, the company is now expanding and

사업, 도시 생활쓰레기 고형화연료(SRF)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국내 및 해외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Korean energy industry, provides a clean and safe city gas supply to 1.1 million households in

Began in 1955 as a briquette supplier and expanding to supply city gas to the Gyeonggi Province

폭넓은 사업영역 확대로
지속적인 성장
Sustainable growth driven
by business portfolio
expansion

가꾸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가스자원화(LFG) 사업, 솔라윈(SolaWin) 시스템 보급
Daesung Energy, one of the core companies of the Daesung Group and a true leader of the

more eco-friendly and new/renewable energy source. Daeryun E&S also participates in the
the people and the environment.

칠곡군 등 110만여 고객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공급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서 대한민국의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Daeryun E&S seeks a broader supply zone so that more people can benefit from a clean and
community energy business with the company’s basic guideline being to put its top priority on

대성에너지는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온 대성그룹의 주력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고령군,

매년 두 자릿수의 성장 기록
Double-digit growth
every year

the Ulsan and Yangsan area. Since 2013, the company ranked as 2nd largest market share
amongst 34 companies after its 30 years operation. In 2016, the company hit the 1st rank in

Industry gas supply and indicated the 90% distribution rate for domestic use. Also, it is a very

significant that the company won the best level for safety management level assessment for 8
consecut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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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시가스
Kangwon City Gas

1984년 2월 설립된 강원도시가스는 춘천, 홍천, 영월, 정선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완벽한 안전

관리와 고객만족 경영을 통해 무재해 15배수 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원적 사업인 도시가스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가스(홍천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 등 신규사업에 진출하여 종합에너지 회사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청에너지서비스
Choongcheong Energy Service

Established in February 1984, Kangwon City Gas supplies city gas to Chuncheon, Hongcheon,
Yeongwol, and Jeongseon. Through its superior safety management and customer

신규 사업을 통한 사업다각화 모색
Potential entry into new
businesses for a diversified
business portfolio

satisfaction-oriented operation, the company has achieved a number of accident-free hours

that is almost 15 times higher than its original goal. Based on its experience in the city gas
business, Kangwon City Gas is now evolving into a comprehensive energy company through

its entry into new business sectors such as biogas (Hongcheon Eco-Friendly Energy Town) and
solar power generation.

참빛원주도시가스
Samchully

1989년 원주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한 참빛원주도시가스는 현재 원주시와 횡성군 지역에 안정적

업계 최초로 안전관리 유공
철탑산업훈장 수상
The industry’s first-ever
winner of the Iron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in recognition of
safety management

Since 1989, Chambit Wonju City Gas has served as the reliable supplier of city gas to Wonju

참빛영동도시가스
Chambit Youngdong City Gas

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업계 최초로 안전관리 유공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고객과 함께 지속발전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 고객서비스 향상과 더불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nd Hwaengsung-gun. It was also the first in the industry to win the Iron Tower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for its advanced safety management. chambit Wonju City Gas is

constantly pursuing change, innovation, and better customer service to achieve sustainable
growth.

참빛도시가스
Chambit City Gas

민족기업으로서 행보를 이어온 참빛영동도시가스. 민족의 얼이 담긴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민족의
자긍심과 숭고한 조상들의 얼을 되살려 참다운 빛으로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contributes to the nation and the community. The company is dedicated to advancing the
prosperity of mankind by harnessing the energy of Mt. Baekdu, the embodiment of the spirit

of Koreans. With this,. Chambit helps elevate national pride as it upholds the noble values of
our ancestors.

속초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환경을 지키며, 시민의 사랑과 관심속에서 지역발전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한 참빛도시가스가 어느덧 22년의 연륜이 흘러 고객과 함께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참빛도시가스는 1999년 안전관리유공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경영목표를 모든 업무에 최우선하여

3개소의 CNG충전소 운영과 스팀, 태양광 사업 등 지속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충북도민들의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Since its foundation in 1987, Choongcheong Energy Service has provided safe, economic, and

고객 행복을 추구하는
에너지 Leading Company
Leading energy company in
pursuit of delivering happiness
to its customers

참빛충북도시가스
Chambit Chungbuk City Gas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가스사
City gas for the betterment
of mankind

clean natural gas energy (for household, commercial, and industrial use) to the two cities of

Cheongju and Jecheon and the eight counties of Jeungpyeong, Goesan, Jincheon, Eumseong,
Danyang, Boeun, Okcheon and Yeongdong in Chungbuk Province. The company also operates
three CNG charging stations and continues to expand its business into the areas of steam and

solar power generation, all while making steady efforts to create a clean environment for the
residents of Chungbuk Province.

참빛충북도시가스는 참다운 빛을 인간에게 전하고 진실한 참빛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영리보다는 민족기업으로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민족의 얼이 담긴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민족의 자긍심과 숭고한 조상들의 얼을 되살려 참다운 빛으로 인류의 번영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Chambit Chungbuk City Gas has taken its path as the people’s company that puts greater

focus on contributing to the nation and the people and less on profits founded on the
genuine spirit to share what people need the most. The company is dedicated to advancing

the prosperity of mankind by inheriting the energy of Mt. Baekdu, which embodies spirits of
Koreans, and by elevating national pride and the noble values of our ancestors.

중부도시가스
Jungbu City Gas

1992년 창사 이래 충청남도 9개 시·군과 세종특별자치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CES 사업을
통해 열과 전기까지 공급하는 충청남도 제1의 종합에너지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기반으로 고객 만족 경영과 고객이 원하는 모든 에너지를 서비스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Jungbu City Gas has gained a reputation for being a supplier of clean gas in Cheon-si and

‘안전’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종합에너지회사
Total energy company that
provides ‘safety’ and ‘service’

Asan-si. However, it has expanded its services to nine other cities and counties, including

Chungcheongnam-do and Sejong City. Jungbu City Gas also explores the community energy

supply business by supplying heat and electricity to the Cheongsu District in Cheonan-si. The
company leads the effort in creating a clean world as it strives to be the no. 1 clean energy
supplier.

“안전관리”에 두고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직원의 도시가스안전 전문 요원화 및 가스자격증
소지, 최고의 자재로 최상의 시공 등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가스의 편리한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rmed with 22 years of experience improving the lives of Sokcho citizens and preserving the

local environment, Chambit City Gas has grown into a midsized company that represents the
advancement of the local community. The company values “safety management” as one of its

미래엔서해에너지
Mirae & Seohae Energy

top priorities and has even been awarded the Iron Tower of Order of Industrial Service Merit in

언제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
Safety first

충북도내 2개시(청주, 제천)와 8개군(증평, 괴산, 진천, 음성, 단양, 보은, 옥천, 영동)에 공급하고 있으며,

참다운 빛을 인간에게 전하고 진실한 참빛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신념으로 영리보다는

As a company, Chambit Youngdong City Gas does not solely go after profits, but also earnestly

참빛정신으로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
An earnest contribution to
the nation and the community

충청에너지서비스는 1987년 설립이래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깨끗한 천연가스를 가정 및 상업/산업용으로

employing those with city gas safety expertise and licenses and installing gas equipment made
of only the best quality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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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 허가를 득한 이래 에너지전문기업으로 성장하며, 충남 서북부지역에 편리하고 경제적인
도시가스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과 고객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Mirae’N Seohae Energy, founded under the mission of “offering high customer values through

recognition of its safety management. As a company based on years of experience and proven

expertise, Chambit City Gas makes every effort to provide convenient and safe city gas by

미래엔서해에너지는 “에너지를 통해 고객에게 기대이상의 가치를 제공한다.”는 미션을 토대로 1996년

energy supply”, obtained its city gas business license in 1996 and has since grown into an

에너지 토탈 솔루션 기업
Total energy solution provider

energy specialist company. The company contributes to local development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customers’ lives by supplying convenient and economic city gas to the northwest
area of Chungnam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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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시가스
Jeonbuk City Gas

1982년 설립한 전북도시가스는 전주, 완주, 김제, 남원, 순창, 무주, 고창 지역에 청정에너지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청정에너지 공급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후손을 위하여 환경을

보존하며, 지역경제와 산업에 기여함으로써 주요 파트너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청정에너지를 사용해 보다 안락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전남도시가스
Chonnam City Gas

되고자 합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길을 함께
찾아가는 도시가스사
A City Gas Company,
Walking Together with
its Customers

군산도시가스
Gunsan City Gas

serves as a major partner of the local community and seeks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local residents, preserve the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the local economy and industry.

The company aims to help its neighbors live more comfortable lives, fueled by safe, stable,
and clean energy.

군산도시가스는 1990년에 설립되어 군산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하였으며, 현재는 부안군, 임실군,

진안군으로 공급권역을 확대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의 허브, 미래의 중심 새만금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과 행복한 삶, 그리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지향합니다.

사업다각화를 통한 질적, 양적 성장
Growth in quality and
quantity via business
diversification

대화도시가스
Daehwa City Gas

전북에너지서비스
Jeonbuk Energy Service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
Warmer World,
Happier People

목포도시가스
Mokpo City Gas

management, Gunsan City Gas is a major contributor to the development of the Saemangeum
Sea Dike, the future hub of Asia. Along with local community development, Gunsan City Gas
continues to work toward the safety and happiness of all its customers.

전북에너지서비스는 ‘세상을 따뜻하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기업 이념을 토대로 익산·정읍 10만 여

세대에 도시가스 및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고객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양한 사업 방안을 구축하고 있으며, ‘안정기반 성장 실현’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Jeonbuk Energy Service is the supplier of city gas and community energy to 100,000
households in Iksan and Jeongeup. Under the corporate philosophy of 'Warmer World,

Happier People', the company commits itself to advancing the local economy and delivering
earnest service for the people. At present, it is studying various new business options as it
strives to deliver its midterm to long-term vision of achieving stability and growth.

목포도시가스는 전남서부지역의 에너지전문기업으로 1982년 창립 이래 청정연료 공급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보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급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가정용 및 영업용,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의 연료를 공급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전남서부지역의 에너지 전문기업
Energy supplier in the eastern
part of Jeollanam-do

urban environment while preserving nature. It has gradually widened its supply zone,
providing service for household, commercial, and industrial usage and thus contributing to
the greater welfare of the local residents and growth in the loc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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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and continues to make steady efforts to expand its city gas distribution. The company
expanded its business scop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the solar power plant SUPEX-1

(1.7MW) in 2013 and later with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SUPEX-2 (1.5MW) and

SUPEX No-3 (1.3MW). The company strives to achieve constant growth and development by
diversifying its business sectors into other energy related areas.

대화도시가스는 여수지역의 가정용, 업무용 및 국가산업단지내 산업용 등 85,000여 세대에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시민생활편익과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고객행복나눔과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industrial development by providing a stable supply of city gas, a source of clean energy,

고객과 함께하는 친환경 에너지기업
An Energy Company that Stands
by its Customers’ Side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
Youngnam Energy Service
(Gumi)
고객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Enrich customers with
earnest spirits

영남에너시서비스(포항)
Youngnam Energy Service
(Pohang)

Mokpo City Gas was established in 1982 as the energy supplier in the eastern part of
Jeollanam-do. Since then, it supplied clean energy, contributing to the creation of a pleasant

있으며, 에너지관련 사업영역으로의 사업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Daehwa City Gas improves the convenience of customers’ lives and contributes to national

in 1990, and has continued to grow by expanding its supply area to Buan, Imsil, and Jinan.

Holding the value of safety as its highest priority and maintaining a high level of safety

발전소 SUPEX 1호(1.7MW) 건설을 시작으로 현재 SUPEX 2호(1.5MW), SUPEX 3호(1.3MW)를 운영하고

Gokseong, Gurye, Goheung, and Boseong ever since the company was first founded in

Gunsan City Gas has supplied city gas to Gunsan ever since the company was established

새만금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가스사
A City Gas Company,
Growing Along with the
Saemangeum Sea Dike Project

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013년 태양광
Since 1983, Chonnam City Gas has provided a stable city gas supply to Suncheon, Gwangyang,

Established in 1982, Jeonbuk City Gas supplies clean city gas to Jeonju, Wanju, Gimje,
Namwon, Sunchang, Muju, and Gochang. Through the provision of clean energy, the company

전남도시가스는 1983년 창사 이래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에 안정적으로 도시

to 85,000 users in Yeosu. The gas provided by Daehwa City Gas is used for household and
commercial use and industrial use within the National Industrial Complex. Daehwa City Gas

continues to develop as an eco-friendly energy company that fulfills its social responsibilities
and positively impacts the local community through its many contribution activities.

1986년 3월 설립된 영남에너지서비스(구미)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인 천연가스를 통해 고객의 삶을

행복하고 풍요롭게 가꿔나가고 있습니다. 1988년 10월 구미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한 이래 경북 7개 시·군
으로 공급지역을 확대해 왔으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고 따뜻한 도시가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on March 1986, Youngnam Energy Service (Gumi) is enriching its customers with

earnest spirits by supplying clean and safe natural gas. It first started supplying gas to Gumi in
October of 1988 and with the goal to share the benefits of gas, it expanded services to seven
other cities and counties in Gyeongsangbuk-do.

영남에너지서비스(포항)는 1989년 설립되어 안전한 가스공급시설과 통합경영체제를 기반으로 포항시,

영덕·울진군에 24시간 원활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고객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
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제2의 도약을 위하여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Established in 1989, Youngnam Energy Service (Pohang) is a reliable supplier of city gas to

제2의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
A new growth engine for
another leap forward

Pohang, Youngdeok, and Uljin. The company’s 24-hour city gas supply is based on safe gas
supply facilities and an integrated management network, which ensures reliable supply.

Youngnam Energy Services is committed to serving its customers and stakeholders and
exploring new growth engines, including new/ 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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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 소개
MEMBER COMPANIES

대성청정에너지
Daesung Clean Energy

1997년 설립한 대성청정에너지는 경상북도 안동시 및 영주시, 예천군, 봉화군, 의성군, 군위군에 청정

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 2016년 무재해 11배수를 달성하였으며, 2015년과 2016년에는 도시
가스 서비스 수준평가 종합점수 향상부분에서 2년 연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고객의
안전과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시가스
Jeju City Gas

서라벌도시가스
Seorabeol City Gas

achieved a number of disaster-free hours that was 11 times higher than its original goal. For

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공급 확대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종합

적인 안전관리시스템과 고객서비스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Seorabeol City Gas supplies clean and convenient city gas to Gyeongju and Yeongcheon in

경남에너지
Kyungnam Energy

Its main demands stem from large and medium-sized accommodation facilities, including

the city gas service quality assessment. Daesung Clean Energy continues to do its best for the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객과 환경을 생각하는
미래지향적 기업
A future-driven company
that cares for its customers
and the environment

to Jeju City since 2005 and to the Innovation Cities and neighboring Seogwipo City since 2015.

Industry and Energy and Commerce Prize in the comprehensive score improvement section of

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 환경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망 구축

Gyeongbuk Province and contributes to preserving the local environment and creating a

hotels and the apartment buildings that have been at the center of the recent construction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는 기업
For a convenient and
affluent life

명성파워그린
Myungsung Power Green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for local citizens. The company continually strives to expand
its supply to areas that have no access to city gas, mainly through the signing of MOUs with

local governments to establish city gas supply pipeline networks. Through its comprehensive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customer service center, Seorabeol City Gas makes every
effort to provide customers with safer and more convenient service.

있는 공동주택들로서, 2년 뒤인 2019년중 준공예정인 道內 LNG 저장·인수기지 및 공급관로 건설사업

Jeju City Gas, established in 1999 as the 33rd city gas company in Korea, has supplied city gas

two consecutive years (in 2015 and 2016), the company was awarded the Ministry of Trade,

서라벌도시가스는 경상북도 경주시와 영천시에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의

자연친화적인 청정관광 중심의 지역특성으로 인해 주 공급처가 호텔 등 중대형 숙박시설과 최근 건설붐에
가스 산업의 비약적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Yecheon, Bonghwa, Uiseong, and Gunwi in Gyeongbuk Province. In 2016, the company

safety and satisfaction of all its customers.

가스를 공급중이며, 서귀포시에는 2015년부터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후에는 제주도민의 숙원인 제주 천연가스 공급시대가 열리게 되어 이후 회사의 도약 및 수요처 다변화 등

Established in 1997, Daesung Clean Energy supplies clean city gas to Andong, Yeongju,

2013년 무재해 10배수 달성
More than 8 years of
accident-free operation
in 2013

제주도시가스는 국내에서 33번째로 1999년에 설립된 도시가스사로서, 2005년부터 제주시 전역에 도시

boom. After the construction of the LNG storage, receiving terminal, and supply pipeline (to
be completed in 2019), the company will begin its supply of natural gas to the entire island,

fulfilling the long-expressed desires of the people of Jeju. After the completion of the island’

s gas infrastructure, many expect that the gas industry in the area will grow dramatically and
Jeju City Gas will be faced with even more diversified demands.

명성파워그린은 자연과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으로 에너지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 종합 에너지서비스 기업입니다. 현재 평창군 대관령면을 중심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나아가 평창군 일대에 도시가스 보급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Myungsung Power Green is a comprehensive energy supplier that seeks to expand its business

평창지역을 책임지는 믿음직한 동반자
A Reliable Partner Covering
Pyeongchang

into other energy sectors including new and renewable energy. Myungsung Power Green,

which values people and preserving the natural environment as its highest priorities, currently

supplies city gas to Daegwallyeong of Pyeongchang County and strives to widen its supply
area to the entire county.

경남에너지는 경상남도내 5개시 4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도시생활의 기반이 되는
청정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으며, 열심히 흘린 땀방울의 대가를

지역 및 고객과 함께 나누어 온 믿음직한 향토기업입니다. 2017년 창립 45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크고 넓은 글로벌 세상으로 나아가 세계적인 종합에너지 기업으로의 웅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Kyungnam Energy supplies city gas to the five cities and four counties in Gyeongnam Province,
securing a stable supply of clean energy that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citizens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믿음직한 향토기업
A local company that dreams
to become a global company

지에스이
GSE

and provides them with the foundations for a more bountiful city life. Kyungnam Energy is

well known as a reliable local company that shares the fruits of its hard labor with the local

community and its customers. Marking its 45th anniversary in 2017, Kyungnam Energy is at
the brink of becoming a global energy company, leaping across regional boundaries onto a
bigger and wider global stage.

지에스이는 2000년 진주·사천시를 시작으로 거창군(’12), 함양군(’13) 그리고 하동군(’16)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서부경남은 혁신도시의 활성화 및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남의 새로운 성장

Growing Together,
Dreaming Future

동력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지에스이는 지역경제의 발전과 함께 서부경남의 에너지동반자 기업이 되겠습니다.

GSE began supplying city gas to Jinju and Sacheon in 2000, after which it expanded its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No.1 에너지기업
No. 1 energy company that
grows together with its
customers

distribution area to Geochang (2012), Hamyang (2013), and Hadong (2016). This area, the

southwest area of Gyeongnam Province, serves as a new growth engine for the whole

province, particularly through the revitalization of the Innovation City and the development of

KOREA CITY GAS ASSOCIATION

the aerospace industry. GSE is committed to becoming an energy partner for the southwest
area of Gyeongnam Province to aid in its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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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쾌적한 환경과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국민과 기업, 정부 모두가 다 함께 웃을 수 있도록

내일의 에너지시장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를 향해 한발 앞서 나가는 도시가스로
행복한 에너지 시장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Creating a pleasant environment and delivering well-being to people are

some of the core missions that the Korea City Gas Association takes seriously.
We are in pursuit of a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happiness of

society by creating a win-win situation for people,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We will be there to open an agreeable energy market
by marching ahead toward the future with confidence.

연도별 수요가수
Trend in city gas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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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체계
Natural gas supply system

LNG 수입
LNG import

2016년 말 기준
As of late 201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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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가스 흐름(배관)
Gas flow(Pipeline)

가스 흐름(탱크로리)
Gas flow(Tank lorry)

설명
Description

KOGAS 주배관(4,672㎞)
KOGAS pipeline(4,672㎞)

9

243.3

240.8

236.5

233.4

278.7

증가율(%)
Growth rate(%)

LNG선
LNG carrier

광양터미널
Gwangyang terminal

지역배관망(42,711㎞)
Local pipeline network(42,711㎞)

4
100

최종소비자
총 1,797만 개

3

LNG 터미널

2

50

(평택, 인천, 통영,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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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에너지 Total energy
증가율 Growth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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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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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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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236.5

240.8

243.3

263.8

276.6

278.7

280.3

282.9

287.5

295.4

2.1%

1.3%

1.8%

1.1%

8.4%

4.9%

0.7%

0.6%

0.9%

0.8%

2.7%

카타르 등 생산국
Producing countries,
including Qatar

LNG terminal

(Pyeongtaek, Incheon,
Tongyoung, and Samcheok)

※ Source : 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

1차 에너지원별 구성비
Ratio by each primary
energy source

석탄 Coal

LNG

원자력 Nuclear power

수력 Hydropower

※ 주: ’92년 이후 ‘신탄, 기타’는 신재생에너지 소비량임.

기타 Others

단위 : LNG 구성비 %
Unit : A component ratio of LNG %

발전소
Power plants

한전자회사, GS Power 등 민자발전
KEPCO subsidiaries and
private generation companies,
including GS Power

KOGAS(공기업 1개사)

15.4

15.2

16.9

18.7

18.0

16.7

16.3

13.9

14.8

14.7

13.7

정부(산업통상자원부)

Government(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도매사업(충전사업 일부)

Wholesale(including filling business)

인수기지, 저장설비, 주배관

'08

'09

'10

'11

'12

'13

'14

'15

'16

사업 주체

Category
규제 기관

Regulating party

사업 종류

Business type

주요 설비

(가정, 상업, 산업용 등)

17.97 million
end consumers

(Household, Commercial,
Industrial, and so on)

CNG 충전소
CNG recharging stations

도시가스사(민간기업 34개사)

City gas companies(34 private companies)
지방자치단체

Local governments

일반도시가스사업(충전사업 일부)

City gas business(including filling business)
지역배관망, 정압시설, CNG충전소

Acquisition base, storage facilities, and main pipeline

Major facilities

Regional pipe network, static pressure facilities, and CNG filling stations

City gas companies and power plants

Major customers

Household and industrial consumers, and so on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발전소

'07

City gas companies(34)

위성기지
Satellite bases

대량 수요처
Large customers

KOGAS(1 public corporation)

'06

도시가스사(34개)

M

Tank lorry

해외 가스전
Overseas gas fields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 Oil

M

주요 고객

가정용, 산업용 등 일반 소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