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난방요금 절약 방법 >

1. 공통

□ 난방설비란?

ㅇ 열을 실내로 공급하는 기계장치로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제품

단위의 개별식 난방기기와 대형건물에 사용하는 중앙집중식 난방설비로 

구분

구 분 종 류

개별식 난방기기 보일러(등유, 가스), 히트펌프(전기, 가스), 난로(석유, 가스) 등

중앙집중식 난방설비 대형보일러(노통연관/관류/진공온수/무압관식등), 지열히트펌프등

□ 난방비 절약 TIP

 ① 겨울철 적정 실내 난방온도(민간 20℃) 설정 → 1℃ 낮게 설정

하면 7% 에너지소비량 절감(에너지공단, 겨울철 난방설비 운전매뉴얼)

< 적정 실내온도 설정 및 효율적인 운전방법 >

① 실내 온도가 아닌 온수 온도로 난방을 조절할 경우 55℃내외로 설정

하여 가동해야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 유지 가능

② 10평대의 작은 공간의 경우 보일러 가동 시 온도를 최대한 높여

가동하여 따뜻해지면 점차 온도를 낮추는 것이 효율적임

③ 보일러 가동 시 가습기를 틀면 수증기에 의해 실내 습도가 높아지면서

공기순환이 빨라지며 물의 비열 상승으로, 열을 오래 간직하는 효과가

있어 난방 효율 상승 및 쾌적성 향상

② 창문 등을 통해 난방열이 새어나가지 않게 관리 → 실내 온도를 약 

2~3℃ 높이는 효과(에너지공단, 겨울철 난방설비 운전매뉴얼)

< 열손실 방지 방법 >

① 창표면에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을 부착하고 두꺼운 커튼을 쳐서

열손실 저감

② 창문 틈에 문풍지를 부착하여 열손실 저감

③ 바닥에 러그나 매트를 깔아 발에서 뺏기는 열을 차단

 ③ 적절한 환기와 단열강화로 결로 방지 및 에너지절약

< 결로 방지 방법 >

① 실내 습기의 효과적인 제거를 위하여 환기 시에는 가능한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고 짧게 자주 공기가 통하게 하되, 이때 난방을 약하게

틀고 환기하면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음

* 1회 환기시간은 5∼10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오래할 경우 실내 온도를

낮춰 난방부하를 크게 하고, 결로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

② 벽체 및 바닥에 단열재와 방습층을 시공하여 실내 표면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

* 효과가 좋으나 고비용 (단열페인트 이용 가능)

 ④ 난방설비 배관청소 → 난방효율 5% 이상 개선(한국건설기술연구원)

  ㅇ 노후배관의 스케일 제거(전문업체 의뢰)를 통한 열전달 성능 및 

온수 순환 향상  



2. 난방유형별 절약 TIP

1. 개별난방

□ 작동원리

ㅇ 기름(등유) 또는 가스(도시가스/LPG)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로 물을 
가열하여 난방용으로 공급하거나 직수와 열교환하여 온수를 공급 

   - 주열교환기에서 버너를 통해 물을 가열하는데 연료를 주로 소비하며, 
난방수의 순환을 위한 펌프 가동에 전기에너지 소비

□ 난방비 절약 TIP

① 보일러 운전방법

< 보일러 운전방법 >

①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은 외출 시 보일러를 끄지 말고 “외출 모드” 또는
실내 온도를 약하게 설정하여 유지하는 것 이후 따뜻한 온도 유지 시

난방비 절감과 더불어 배관 동파를 예방

② 온도조절기는 꺼짐/잠금 상태에서도 미세한 열공급이 이루어지므로, 단열성능이
좋은 건물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방의 분배기 밸브를 잠그는 것이 좋음

③ 열효율이 저하된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하여 난방비를 절약하고

설비 안전 도모(에너지소비효율 4등급에서 1등급 교체시 10%이상 효율 증가)

④ 보일러 난방을 위해 순환되는 난방수가 오염된 경우 난방수 교체를 통해
보일러의 수명 연장을 도모하고 열효율을 개선하여 난방비를 절약

② 난방 효율 개선을 위하여 보일러 주변정리 및 청소

< 보일러 관리방법 >

① 보일러를 청결하게 유지

* 보일러의 전원플러그를 뽑은 후 1시간 뒤 마른걸레를 사용해 청소

② 보일러 내부는 적어도 연 2회, 보일러 배관은 3~4년에 1회 청소하여

난방효율 저하 방지(전문업체 의뢰)

③ 화재 및 폭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일러 주위에는 가연성, 인화성 물질*을

두지 말기

* 석유, 휘발유, 시너, 스프레이, 비닐 등

③ 배기통 연결부터 변형 또는 빠짐이 없는지 점검(연 1회 이상)

 ② 보일러 동파방지 주의

< 동파방지 요령 >

① 제품에 내장된 동파 방지기능은 전기에 의해 작동되므로 보일러 전원이

콘센트에 항상 꽂혀 있는지 확인

② 겨울철 2~3일 정도 집을 비울 때에도 분배기 밸브와 가스 또는 기름

중간밸브를 잠그지 말 것

* 동파방지기능은 전원플러그가 빠져 있거나, 연료밸브가 잠겨있으면 실행
되지 않음

③ 보일러와 연결된 노출배관은 반드시 보온재로 감싸주어야 안전함

④ 동절기에 장기간 집을 비워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제조사 서비스

센터 및 전문업체에 동파예방 및 물빼기 방법 문의



2. 중앙난방

□ 작동원리

ㅇ 아파트 단지 내의 중앙기계실에서 보일러를 가동하여 각 세대로 
난방을 공급히는 방식

□ 난방비 절약 TIP

ㅇ 중앙기계실 보일러 효율향상 

< 대형 보일러 효율향상 방안 >

① 배기가스 CO 값과 O2 값을 측정하여 적정 공기비 조정(전문기관 의뢰)

- 공기량이 많으면 손실열량이 증가하고, 연료량이 많으면 매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1.1~1.2로 적정 공기비를 유지

② 주기적인 세관을 통하여 전열면의 그을음, 스케일을 제거

③ 보일러 급수온도 상승. 배기가스 폐열 회수, 응축수 회수 장치 등 설치

④ 배관에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온 실시

⑤ 연수기 작동상태 점검 등 수질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