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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개요 ◆

이 보고서는 에너지사용량통계를 생산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설명한 것이다. 보고서의 작성목적은 통계작성 배경, 연혁, 이용자 및 용도와 조사에서
이용되는 개념과 방법론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고자 하는 통계작성 담당자(통계
전문이용자, 품질진단자 또는 승인담당자)에게 통계과정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이고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통계개요, 통계설계, 자료수집, 자료입력 및 처리, 통계
결과 및 공표, 이용자서비스, 통계 기반 및 개선 등에 대한 설명이 수록되어 있다.

Ⅰ. 통계개요
1. 통 계 명
에너지사용량통계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 조에 의해 승인된 보고통계 승인번호 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7조(사업) 제7호
18

(

호

115007

:

1997.12.1.)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5조(한국에너지공단의 설립 등)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에
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제5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ᆞ연구ᆞ교육 및 홍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
(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ᆞ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ᆞ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② 시ᆞ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9조(권한의 위임ᆞ위탁)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ᆞ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0.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35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
상인 자"란 연료ᆞ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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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ᆞ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3. 작성방법
□ 보고통계로서 자료를 제출받아 작성

○ 한국에너지공단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부터 에너지사용량신고를 받아 에너지사용량 통계 작성
-

신고대상

: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

신고기간

:

매년 1월

-

신고대상기간

:

일까지

31

전년도 1월 1일

∼

월

12

이상인 자

2,000toe

일

31

4. 통계작성기관/부서명

○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효율과
○ 위탁기관 한국에너지공단/통계분석실
(

)

5. 작성 및 공표주기

○ 작성주기 : 1년
○ 공표주기 : 1년 (공표시기 : 작성기준 년도 익년 6월 공표)

6. 통계작성과정 개관
< 신고 및 보고 체계 >
위탁

검토(2~6월)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2,000toe이상)


⇨

한국에너지공단

신고(∼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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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
(광역시․도)
보고
보고
(2월중)
(2월말)
최종보고
(6월말)

<일정별 수행 업무>

○ 자료 수집 : 매년 1월 말까지 신고서 접수
○ 자료 처리 및 통계작성 월 월 자료 검토 및 집계
○ 결과 공표 월 간행물 에너지사용량 신고사이트 공단 통계 자료실 등을 통해 공표
: 2

: 6

~6

,

,

일 정

내

용

ㅇ 신고서 접수 및 민원대응

1월

- 사용량신고 콜센터 운영(1~3월)
ㅇ 신고 독려 및 신고서 검토
ㅇ 시도지사 보고 및 산업부 보고

2월

- 담당자 파악, 시도별 신고내용 송부
- 산업부 보고(시도지사 → 산업부)
ㅇ 신고서 검토

3월~5월

- 측면자료(한전, 과거자료 등)와 비교 검토
- 통계청 명부와 업종 비교, 매칭(산업DB 경유)
ㅇ 통계 책자 발행
- 내부용, 외부용(마스킹) 구분해서 작성

6월

- 내․외부 책자배포
ㅇ 보도자료 발행(산업부, 내부 협의)
ㅇ 통계청 KOSIS에 통계 결과 등록

7월

ㅇ 에너지진단, 에너지관리자교육 데이터 제공

8~9월
10월

ㅇ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통계 작성 기획
ㅇ 측면자료 요청
- 한전, 통계청 운수업 명부, 세움터, 집단 등
ㅇ 차년도 신고 준비

11~12월

- 추진계획(안) 보고, 콜센터 운영 용역 발주
- 배포처 정리
- 신고 매뉴얼 제작 및 배포

7. 통계연혁
□ 최초 개발 시기 : 1980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정(1979.12)과 함께 에너지사용량 신고 도입에 따라 개발
-

연간 250toe이상 열 또는 전기를 사용하는 업체는 1980년도부터 에너지사용량을 신고
년 신고대상

- 1993

로 완화(동법시행령 개정)

500toe

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 1997

로 기준 완화

1,000t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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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배경

○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 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합리화 업무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
공하기 위함

□ 변경 이력

○
○
○
○
○
○

년

:

에너지사용량통계 신규통계작성승인

년

:

연간

년

:

에너지열량환산기준 변경

1997
1999
2006

2012.10.17. :

년

2015

:

조사표 변경(통계청 조정)

수송부문을 포함하여 통계 작성

2017. 5. 31 :

구분

이상 에너지 사용업체로 기준 변경

2,000 toe

작성 항목 및 결과표 양식 변경(통계청 승인)
변경 전

• 신고서 항목

변경 후

변경 사유

• 신고서 항목

작성 -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항목 -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규칙(별지8호서식) 개정

⇒ 분기별 실적 및 계획량
• 결과표 양식(5부문)

- 전부문 / 산업부문을 분리

⇒ 연간 실적 및 계획량
• 결과표 양식(4부문)

결과표 - (전)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 - 전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부문, 표준산업분류

수송부문, 표준산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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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통계이용자의 자료
활용도 제고

Ⅱ. 통계의 작성목적 및 이용
1. 통계의 작성목적

□ 통계 작성 목적
○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현황, 건물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

□ 주된 활용 분야
○

정책분야) 에너지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온실가스 규제를 받는 업체 발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의무진단대상사업자의 발굴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교육의 교육 대상 확정(에너지관리자)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 소비행태 분석
- 지자체 에너지정책수립 기초자료 및 에너지통계자료 작성

○
○

연구분야) 학계나 연구기관에서 연구자료로 활용

(

산업분야) 관련기관에서 업무에 활용

(

□ 관련 통계에 대한 사전 검토

○ 통계기획단계에서 국내유사통계, 같은 분야의 다른 통계 등 참고할 만한 통계에 대해 검토
하였음
에너지사용량통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너지의 수급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
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에 따라 작
성되는 통계로서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
현황, 건물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업무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에 대한 정보 제공”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통계임

※ 참고로 에너지사용량통계 개발이후 각기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작성방법을 달리하는 유
사영역의 통계가 개발되어 작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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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영역 통계 비교 >
통계명
승인일자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2018-08-13

2005-04-30

1997-12-01

조사통계
2005

보고통계
1997

작성방법 가공통계
최초작성년도 2017
작성기관

한국감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위탁)

국내 에너지소비측면의 대규모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 시계열 통계 축적을 통해 에너
작성목적

공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예 지이용합리화정책 및 기후변화
측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대응 정부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
1항

주거용 건물 세부용도별(6개),
작성항목

지역별(17개 시도) 에너지 사
용량

에너지원별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동향, 에너지 사
용설비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수집·분석함으
로써 에너지이용 합리화 업무
의 기초자료 제공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제

에너지법 제19조
일반사항,

에너지사용량통계

사용량,

폐 에너지 이용실적, 에너지 사
용설비 현황, 용도별 에너지사용
량,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 및
열 생산 현황, 주요 제품별 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등

1항
사업체 일반현황,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주요 에너지사용 설
비 현황, 발전설비, 주요 수․
배전용 변압기, 대지 및 건물
현황,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전기, 도시가스, 난방 사용량
정보가 매칭되는 전국 주거용
모집단

건물(단독주택, 다중주택, 다
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직전년도 12월 말 기준, 국내 광
업, 제조업 사업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사업장)

다세대주택) 에너지사용량 자료
공표시기

작성기준 년도 익년 5월

조사기준 년도 익익년 4월

작성기준년도 익년6월

2. 주요 이용자 및 용도

□ 통계의 주요 이용자와 이용자별 용도
주요 이용자

용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관장기관

관리업체 지정대상 선정

지자체

지자체 소관 에너지정책 수립

에너지통계 작성기관

소관 에너지통계의 작성·분석 등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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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 의견수렴

□ 에너지사용량신고 개선 관련 자문회의 (’17. 4)
○ 주요 의견
-

가시성 높은 인포그래픽 삽입을 추진하고, 결과표는 전부문과 산업부문을 분리하여 작성

-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조사 항목에 신재생 항목 추가 검토

-

통계책자 외에 신고업체별 분석자료 제공 등 다소비업체를 위한 맞춤 정보 제공 필요

○ 반영결과

통계 책자 개선) 데이터 시각화 소프트웨어(Tableau)를 활용 인포그래픽 강화

- (

신재생 설비 분석 추가) 신재생 설비 보유 및 생산·소비 현황 조사 분석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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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

(’18. 6)

-

사업자별 맞춤 분석자료 제공) 최근 5년간 사업자의 에너지 사용 및 절약 추이를 비교할

(

수 있도록 표 및 그래프를 이용하여 정보 제공

(’18. 7)

<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 -‘나의통계’화면 >

’

□ 통계 접근성 개선 및 정보보안 강화에 대한 이용자/전문가 의견 수렴( 18.10)

○ 주요 의견

에너지온실가스종합정보(EG-TIPS) 플랫폼을 통해 공개 예정인 에너지사용량통계 관련 정보에
대해 신고대상 업체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비식별조치를 엄격하게 적용

○ 반영결과
-

정보보안 강화) 사용자의 권한(일반 사용자, 지자체 담당자)에 따라 표출 정보를 조정하고,

(

지역 내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 비식별조치 적용(‘18.12)

일반 사용자 화면

지자체 담당자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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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접근성 개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하듯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 도입(‘18.12)

- (

챗봇 서비스 실행 화면

※

http://tips.energy.or.kr/main/main.do

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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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통계설계
1. 보고양식 설계
1-1. 개념 및 정의

□ 주요 개념

○ (에너지법)
1.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
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란 에너지 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자를 말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

(

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 (신재생에너지법)

-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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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 보고 항목별 정의
<에너지 사용신고서 항목 정의>

○ toe(tonnage of oil equivalent)란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
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함. 세부 내용 : 붙임)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에너지 열량 환산기준 정의>

1. “총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말한다.
2. “순발열량”이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말한다.
3.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이란 원유 1톤(t)이 갖는 열량으로 107kcal를 말한다.
4. 석탄의 발열량은 인수식(引受式)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코크스는 건식(乾式)을 기준으로 한다.
5. 최종 에너지사용자가 사용하는 전력량 값을 열량 값으로 환산할 경우에는 1kWh=860kcal를 적
용한다.
6. 1cal=4.1868J이며, 도시가스 단위인 Nm3은 0℃ 1기압(atm) 상태의 부피 단위(m3)를 말한다.
7. 에너지원별 발열량(MJ)은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며, 발열량(kcal)은 발열량
(MJ)으로부터 환산한 후 1의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이다. 두 단위 간 상충될 경우 발열량(MJ)이
우선한다

○ 주요 에너지사용설비 :

열ㆍ전기사용설비의 경우 해당 설비군의 에너지사용량이 총 에너

지사용량의 5% 이상인 설비

○ 열사용 : 보일러, 요(窯), 로(爐)는 반드시 해당
※ 시스템 입력 항목정의

○ 자세한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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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개념 및 보고 항목별 정의 등에 대한 국내기준
○ 국내기준(법적기준)

에너지사용량통계는 관련법규에 의해 주요개념이 정의되고 작성되고 있으므로, 통계의 주요개
념 등이 국내기준(법규에 정의된 내용)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
- (에너지법) 에너지, 연료 등
- (에너지법 시행령) 에너지열량 환산기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다소비사업자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보고항목(에너지 사용신고서)

☐ 보고 항목별 수집 목적

○ 자세한 내용 생략

1-2. 적용 분류체계
☐ 분류 체계

○ 기본적으로 산업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하며

,

항목

기준

지역분류는 한국행정구역분류 적용

분류내용
ㅇ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에 따른 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국내

☞ 2018년도 신고까지는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9차 한국표준
산업분류를 따름
ㅇ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분류기준

지역분류

국내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에 따른 17개 지역

※ 에너지열량환산 기준

: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름

ㅇ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에너지열량환산기준
에너지원

☞ 2017년도 이전 통계에 대한 toe 환산 적용은 개정 전 에너지열량환산
기준(2006, 2013년 개정)을 적용, 전력량 환산은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1kWh = 860kcal 적용

1-3. 보고양식 구성

□ 보고 양식

○ 통계자료 수집 시 보고 양식은‘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제27조에 규정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7조(에너지사용량 신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량의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다.

- 12 -

□ 보고 양식 검토 결과

○ 보고양식 항목 및 구성에 대하여 내부 담당자

,

외부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고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음
에너지사용량신고 개선 관련 자문회의 개최(17.4)

-

에너지사용량신고 개선 관련 자문회의 개최 결과
□ 목

적

ㅇ 에너지사용량 신고제도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신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용량신
고 자료 활용 확대와 통계의 품질 제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

2017. 4.

ㅇ

장

소

:

공단 본사

ㅇ

참석자

:

내외부 자문위원 및 업무 담당자 등

화),

11(

3

15:00~18:00

층 소회의실(아라터)
명

12

□ 주요 회의내용

◯ 사용량신고 세부항목 검토
1

가. 신재생에너지항목 추가
ㅇ

(현행) 사용량신고시 신재생에너지는 명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음

* 바이오・폐기물은 '기타'로 입력, 연료투입이 없는 태양광・풍력 등은 사용량 산정시 제외

-

ㅇ
-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됨에 따라 신재생 항목 추가 고려 필요
(의견) 신재생에너지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단 분류기준 및 세부 입력항목(사용량, 설비용량 등)에 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적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유관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실 등 과 추가 협의 후 반영예정
(

)

나. 기업구분 추가
ㅇ
-

ㅇ

(현행) 기업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입력항목 없음

공단내 추가요청이 많은 ‘기업구분’ 항목 추가방안 검토
(의견) 기업구분에 대한 명확성 부족 및 변동성이 우려되나, 자료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기업구분 항목 추가시 기업구분 기준에 대한 가이드(관련법령 등) 필요

☞ 향후 신고시 기업구분 항목 포함 예정 단 신고서 필수 작성사항은 아니며 참고자료로써 활용
(

,

,

)

◯ 수송업종 분류체계 변경 고려
2

ㅇ

(현행)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터미널, 물류창고 등)의 경우 대부분 ‘수송’이 아닌 ‘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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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하고 있어 타 통계와 업종분류 상이

* 통계청 운수업조사, 에너지총조사의 경우 수송內 ‘창고 및 운송서비스업’으로 별도분류
ㅇ

(의견) 사용량신고 기준을 고려했을 때 현재 구분은 문제가 없으며, 신고 분류는 국제
(IEA)

분류기준과도 동일함

☞ 현행 유지

◯ 통계 책자 개선
3

ㅇ

☞

(현행) 단순 그래프(막대, 꺾은선)를 활용하여 신고결과의 요약정보를 제공하며, 산업부문

결과표의 경우 전부문과 산업이 혼재되어 있음
가시성 높은 인포그래픽 삽입을 추진하고, 결과표는 전부문과 산업부문을 분리하
여 작성

◯ 업체별 분석자료 제공
4

ㅇ

(현행) 사업장별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으나, 통계책자 외에 신고 업체별 분석자료

제공 등 다소비업체를 위한 자료 제공은 부족
ㅇ

(의견) 부문별/업체별로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맞춤 정보를 제공해야 유익한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임
-

☞

또한 신고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타 사업통계를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
는 방안 추가 검토
제공 분석항목에 대한 검토 후 금년 말 시범 제공, 향후 업체 의견 피드백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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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사용량 신고 시스템 개선 추진
□ 배경 및 목적
ㅇ
ㅇ

(2018.10~12)

(밸런스)

(’20년)

(배 경) 국내 에너지수급통계
가 IEA기준으로 개편
예정이며, 전력사용량 소비 패턴
분석에 대한 내 외부 수요 증가
(목 적) 통계 집계 기준을 개편해 국내외 여타 통계와의 비교가능성을 강화하고 실시간 데이터
기반의 에너지 소비패턴 분석 추진 기반 마련

□ 용역 개요
ㅇ
ㅇ

(용 역 명)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 고도화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 주요 내용

IEA 통계 기준을 고려한 사용량신고 DB구조 전면 재설계
- IEA 에너지밸런스 기준으로 석탄, 비에너지 등의 에너지원 세분화

ㅇ

에너지사용량통계 입력데이터 품질검토 시스템 개발
- 전년 대비 사용량 10% 이상 증가 시 사유 기재, 세부 항목의 합산 결과와 전부문 입력값과의
일치성 등 정합성 검토기능 추가

ㅇ

ㅇ

한전 전력데이터 플랫폼과의 연계를 위한 기능 개발

□ 세부 과업 내용
ㅇ

IEA

통계 기준을 고려한 사용량신고 시스템

구조 전면 재설계

DB

-

에너지원/업종/에너지설비 등 신분류 기준에 따른

-

신DB 집계로직을 반영해 내부 담당자 및 민원인 웹페이지 개편

ㅇ

신규

DB

전면 재설계

를 활용한 통계표 생성 및 데이터 품질검토 시스템 개발

DB

-

업종별/ 에너지원별/ 지역별/ 업체별 시계열 데이터 검토 시스템 개발

-

에너지사용량 신고 책자의 통계표 자동 생성 시스템 개발

ㅇ

’18

년 신고 사업장기반 공단 내부 ‘통합이력카드 ’ 서비스 업데이트
*

* 공단 사업 대상사업장의 사업이력관리 내부시스템

- ’18

년 신고한 사업장과 공단 내부 타사업 대상 사업장 매칭

* 에너지효율향상,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대응 사업 등

ㅇ

한전 전력데이터 플랫폼 연계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
사용량신고시스템-개발 프로그램-한전 전력데이터 플랫폼’ 간의 연계

- ‘

ㅇ

전력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설계 및 시스템 구축

-

전력 소비데이터 저장, 활용을 위한

-

전력소비데이터 검색, 활용을 위한 메뉴 및 관리자 페이지 구축

DB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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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변경 이력

□ 보고양식 변경 절차 및 방법

○ 보고양식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지 제 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8

,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지용합리화법 개정 수요를 조사하여 관련 변경 추진

□ 보고양식 변경 이력

○ 보고양식 변경에 대한 통계변경 승인 조정 이 차례 있었음
○ 변경승인 조정 일자
일 보고양식 일괄변경
※
작성 항목 및 결과표 양식 변경 통계청 승인
(

(

)

)

1

: 2012.10.17

2017. 5. 31 :

(

구분

)

변경 전

변경 후

• 신고서 항목
작성 -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항목 -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 연간 실적 및 계획량

• 신고서 항목
-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 분기별 실적 및 계획량
• 결과표 양식(5부문)
• 결과표 양식(4부문)
결과표
- 전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표준
- (전)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표준산업분류
산업분류

□ 보고양식 변경 사유

○ 통계이용자의 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기간 및 부문 세분화

→

연간 분기,

(

全부문

추가)

2. 보고대상 및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과 통계작성대상
○

보고대상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 따른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사용량 합계가
2,000toe

이상인 자가 신고서 양식에 따라 보고자료 신고

○ 보고된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여 통계를 작성하므로 통계작성대상은 보고대상과 동일

□ 작성기간 내 변동사항 발생시 수정ㆍ보완 방법

○ 보고된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기 때문에 통계작성대상이 변경되면 변동에 맞추어
집계 가능함

3. 통계작성 개편

□ 통계개편을 위해 개선회의 등을 개최하여 추진
○ 에너지사용량통계 개선을 위해 내부 담당자

,

-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선사항 도출

에너지사용량신고 개선 관련 자문회의 개최(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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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자료수집
1. 자료수집 체계 및 절차
□ 자료수집 체계
자료수집

자료 내검

통계자료 작성 및 공표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한국에너
지공단으로 자료 송부

수집된 자료에 대해 오류

※ 공단 온라인시스템 신고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

검증 및 보완

통계자료작성 => 공표

○ 자료수집(보고) 기준시점 : 매 년말 기준
○ 자료수집 대상기간 :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 신고 및 보고 체계 >
위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자
(2,000toe이상)

⇨

신고(∼1월)
검토(2~6월)

⇨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광역시․도)

보고
(2월중)

보고
(2월말)
최종보고
(6월말)

※ 통계작성 절차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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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 통계작성 일정별 내용
일 정
1월

2월

내

용

주 체

ㅇ 신고서 접수 및 민원대응
- 사용량신고 콜센터 운영(1~3월)

한국에너지공단

ㅇ 신고 독려 및 신고서 검토
ㅇ 시도지사 보고
- 담당자 파악, 시도별 신고내용 송부

한국에너지공단

ㅇ 산업부 보고

시․도지사

3~5월

ㅇ 신고서 검토
- 측면자료(한전, 과거자료 등)와 비교 검토

한국에너지공단

8~9월

ㅇ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통계 작성 기획

한국에너지공단

10월

ㅇ 측면자료 요청
- 한전, 통계청 운수업 명부, 세움터, 집단 등

한국에너지공단

ㅇ
-

한국에너지공단

11~12
월

차년도 신고 준비
추진계획(안) 보고, 콜센터 운영 용역 발주
배포처 정리
신고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최초 보고자(등록자) 단계에서 전산입력, 오류점검 등

○ 시스템 상으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 필수사항 입력 누락

,

과도한 정량 항목값의

변화, 자료 정합성 등의 오류를 점검하여 확인 시 오류 메시지 출력
구 분

점검 내용

오류 확인 시 출력 메시지

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

제출 불가능한 실적년도입니다.

에너지관리자 정보

에너지관리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사용실적 및 계획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세요.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 사용량이 입력되지 않
았습니다.

기타에너지 원 존재 시

기타에너지원 상세내역을 입력하세요.

원료사용 업체인 경우

원료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원료 사용량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에너지 절약상황

투자완료시점 미 입력 시

투자완료 시점을 모두 입력하세요.

에너지

사용설비 미 입력 시

에너지사용 고정(이동) 설비를 입력하세요.
고정(이동)설비의 에너지원과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입력 시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하세요.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미입력 시

계약전력 및 최대 부하를 입력하세요.
수배전용변압기를 입력하세요.

일반현황

에너지사용 실
적 및 계획

사용설비
발전설비
수배전용
변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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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사용량 미 입력 시

연료나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대지 및 건물 건물(아파트제외)

냉난방 방식을 선택하세요.

건물(아파트)

현황

난방방식을 선택하세요.

에너지 사용량이

연료합계가 2000toe 이상만 제출 가능합니다.

2000toe 미만 일 때

에너지 사용량

사용설비와

점검

발전설비의 사용량

에너지 사용설비와 발전 설비의 합이 전체 에너
지 사용실적을 초과하였습니다.
고정(이동)연소 부문의 에너지 사용실적이 에너
지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합보다 작은 에너지원
이 존재합니다.
고정(이동)연소 부문의 전력 사용실적이 에너지
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합보다 작은 에너지원이
존재합니다.
제품별 에너지 사용실적이 전체 에너지 사용실
적을 초과하였습니다.

제품별 사용량

2. 자료수집을 위한 교육

□ 보고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의해 지정·선임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신고자료의 입력 오류를 줄이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

-

매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년도

(2018

명 교육 실시)

: 976

○ 에너지사용량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매뉴얼

,

□ 교육일정 및 시간

○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별로 교육실시

일정

(

주요 공지사항 등의 정보 제공

∼

: 9

월, 시간

11

시간 내외)

: 8

□ 교육교재 : 에너지관리자 교육교재
□ 보고단계에 대한 의문사항 발생시 조치 방안

○ 에너지사용량 신고 홈페이지와 신고 매뉴얼 자주묻는 질문 란을 통해 적절한 정보 제공
○ 에너지사용량 신고 문의에 대한 응대를 위해 관련 콜센터 운영 매년 월까지
○ 팩스 메일을 이용한 질문 및 답변
‘

’

(

1 ~ 3

)

,

□ 보고양식 변경 시, 담당자 교육 실시

○ 보고양식이 변경되는 경우 교육 실시 현황
-

양식이 변경된 후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에너지사용량 신고 제도 안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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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관리

□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조치절차 및 방안
○ 전년도

에너지사용량 신고 사업자가 금년도

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유선으로

1

사유 확인. 미제출시 연락을 통하여 제출 받아 보고 완료시점 미준수에 따른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미만인 경우에는 에너지사용량이

가 되지 않음을 시스템에

2,000toe

입력하도록 안내하여 사용량 미달에 따른 미신고에 대한 근거를 시스템에 저장

□ 보고 양식의 주요 항목별 기입 요령 및 기입시 유의사항 등

○ 에너지사용량 신고 메뉴얼을 제작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우편 발송 및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확한 자료 입력 유도

○ 보고양식의 신고요령 및 유의사항

:

년 에너지사용량 신고 매뉴얼

2019

□ 주요 질의 응답·오류사례 축적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기술
○ 콜센터

,

신고 매뉴얼 및 관련 시스템을 통한 질의응답 자료 관리

-

에너지사용량 신고 콜센터 문의사항을 정리·가공하여 ‘자주묻는 답변’으로 정보 제공

-

단위, 수치 등을 잘못 입력하거나, 필수사항 입력을 누락한 경우에 대해 자료 입력 단계에서

○ 입력 자료 검토를 통한 오류사례 확인 및 오류방지 기능 보완
해당 문제점이 수정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 보안

※ 주요 입력 오류 사례 : 단위 입력이 잘못된 경우, 원료를 연료로 기재한 경우, 값을 입력
하지 않은 경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값이 입력된 경우 등

□ 보고 양식의 미기재, 부실기재 등에 대한 처리지침
○ 미기재

,

부실기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유선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보완 요청 등의 조치 활동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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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다른 행정자료 활용
□“에너지사용량통계”는 공공데이터 등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지 않음,
※ (내검 활용) 측면자료를 활용하여 보고내용(시스템을 통한 신고내용)의 이상 여부를 확인
하고 있음
< 에너지사용량 신고 내용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측면자료 >
ㅇ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에너지총조사
ㅇ 배출권거래제, 목표관리제 명세서
ㅇ 교통안전공단, 교통연구원 등 연보
ㅇ 국토부 세움터
ㅇ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용량 정보
ㅇ 지역난방(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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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자료처리
1. 자료입력 표준화

□ 보고결과 자료의 코딩 방법, 내용, 코드체계

○ 에너지다소비업자가 최초 신고서 제출 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고 있음
-

서면으로 제출된 신고서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콜센터운영)에서 온라인으로 시스템에
입력하므로 최초 입력과 같음.

-

보고된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되어 별도의 자료입력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검을 거쳐 자료를
처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료코딩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료를 처리하고 있음. 다만 입력방
식은 일부 직접 기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이 구축됨

※ 에너지사용량통계 자료구조
○ 자세한 내용 생략

년)

(2019

□ 보고 자료의 전산입력 방법, 내용 및 입력오류 검출을 위해 적용한 방법
○ 최초 보고 자료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직접 입력
○ 입력오류 검출
-

에너지사용량통계 신고 시스템 상의 입력오류 검증기능을 이용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사용량 신고 자료를 신고 시스템에 입력할 때, 주요 오류에
대한 검증기능을 이용하여 오류가 확인될 경우 오류 메시지 출력을 통해 수정 요청
<입력오류 검출>
구 분

일반현황

점검 내용

오류 확인 시 출력 메시지

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

제출 불가능한 실적년도입니다.

에너지관리자 정보

에너지관리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세요.

사용실적 및 계획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 사용량이 입력되지 않았
습니다.

기타에너지 원 존재 시

기타에너지원 상세내역을 입력하세요.
원료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원료사용 업체인 경우

에너지 절약상황
에너지 사용설비

발전설비
수배전용변압기

원료 사용량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투자완료시점 미 입력 시

투자완료 시점을 모두 입력하세요.
에너지사용 고정(이동) 설비를 입력하세요.

사용설비 미 입력 시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고정(이동)설비의 에너지원과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입력 시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하세요.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미입력 시

계약전력 및 최대 부하를 입력하세요.
수배전용변압기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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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에너지

사용량
대지 및 건물현황

에너지 사용량 미 입력 시

연료나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건물(아파트제외)
건물(아파트)

냉난방 방식을 선택하세요.
난방방식을 선택하세요.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미만 일 때

연료합계가 2000toe 이상만 제출 가능합니다.
에너지 사용설비와 발전 설비의 합이 전체 에너
지 사용실적을 초과하였습니다.
고정(이동)연소 부문의 에너지 사용실적이 에너

에너지 사용량

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지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합보다 작은 에너지원

점검

사용량

이 존재합니다.
고정(이동)연소 부문의 전력 사용실적이 에너지
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합보다 작은 에너지원이
존재합니다.

제품별 사용량

제품별 에너지 사용실적이 전체 에너지 사용실적
을 초과하였습니다.

□ 입력매뉴얼(지침서) : 2019년 에너지사용량신고 매뉴얼
□ 자료 입력방법 교육 실시 여부와 교육일정 및 방법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의해 지정·선임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신고자료의 입력 오류를 줄이고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제고

-

매년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 지역본부별로 에너지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
년도

(2018

명 교육 실시)

: 976

○ 에너지사용량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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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공지사항 등의 정보 제공

□ 교육일정 및 시간

○ 에너지관리자 교육을 통해 자료입력방법 실적신고요령
(

)

교육

2018년
2018
년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추진결과
□ 목 적
ㅇ 에너지다소비업체의 에너지관리자를 대상으로 국가 에너지 정책과 정보를 제공하고 에너지관련 신기술
습득의 기회를 부여하여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도모

□ 관련근거
ㅇ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5조(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너지관리자에 대한 교육)
ㅇ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132호(2018.6.27,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28호(2018.1.3) “2018년도 에너지관리자 기본교육 및 양성교육 계획(안)
승인”
ㅇ 혁신인재육성실-1055호(2018.8.14) “2018년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추진계획 안내”

□ 추진내용
ㅇ 교육대상 : 2017년도의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000toe이상인 에너지사용량신고
업체의 에너지관리자로서 2018년도 최초 신고된 자
ㅇ 교육실적
No

지역본부

교육일

장소

교육대상

이수인원

미이수인원

1

서울

10.19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136

136

-

2

부산울산

10.17

부산 상공회의소

97

97

-

3

대구경북

10.23

대구경북지역본부

116

109

7*

4

인천

10.18

건설기술교육원

64

64

-

5

광주전남

10.25

광주전남지역본부

43

43

-

6

대전충남

10.11

대전교통문화연수원

105

105

-

7

경기

10.24/11.2

한국에너지공단 별관

225

225

-

8

강원

9.18

전기안전공사

23

23

-

9

세종충북

10.17

한국교원대학교

71

72**

-

10

전북

10.16

전북경제통상진흥원

35

35

-

11

경남

10.16

창원컨벤션센터

63

63

-

12

제주

-

4

4

-

982명

976명

7명

합 계

* 7명 중 2명은 사업장 폐업으로 교육 불참
** 교육 대상이 아닌데 본인 의사에 따라 교육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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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간
교 육 과 목

필 수

기타

시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에너지정책

1

계측 및 자동제어

1

에너지절약기법 및 사례

2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안

1

수송부문 에너지정책

1

에너지 사용계획 및 실적 신고요령

1

의무 진단제도 안내

1

산업체 재생에너지 활용방안

1

2. 자료내검

□ 보고 단계별 개별자료 중 누락, 중복 등에 대한 확인 및 보완 방안

○ 신고 대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측면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가

2,000toe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목록 발굴
-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용량 현황, 통계청 운수업 현황, 국토부 세움터 자료 등 측면 자료
이용하여 신고누락 및 신고서와의 데이터 비교 차이 사유 등 확인

○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당해년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 상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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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단계별 자료 입력 누락 확인
- 시스템에서 필수항목 누락 시 해당 항목이 저장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구현

○

중복방지) 신고 사업장에 대한

(

ID

관리로 중복 신청 방지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고유한 ID를 발급하고, 신규 ID 신청 시 기존에 등록된 ID의
주소, 사업자등록번호가 매칭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중복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신규 ID 발급

□ 자료내검의 제반 단계, 방법, 오류자료 처리방법
○
○

현장내검)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보고된 자료를 통해 통계를 작성하므로 현장 내검은

(

해당없음
입력단계 내검)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 이용

(

-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 입력 시 오류를 확인하고 수정
- 각 항목(일반현황,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에너지절약실적 및 계획, 에너지사용설비

○

현황, 발전설비 현황 등)별로 정량적 항목의 50% 이상 증가 여부 확인 등
오류자료 처리방법) 오류 발견 시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너지관리자)에게 보완 요청

(

□ 전산 내검

○ 적용대상 및 적용내용
- 응답이 범위를 벗어나거나, 문항의 특성상 논리적으로 나올 수 없는 응답의 경우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여 수정이나 보완하도록 함
<입력오류 검출>
구 분

일반현황

점검 내용

오류 확인 시 출력 메시지

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

제출 불가능한 실적년도입니다.

에너지관리자 정보

에너지관리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세요.

사용실적 및 계획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 사용량이 입력되지 않았
습니다.

기타에너지 원 존재 시

기타에너지원 상세내역을 입력하세요.
원료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원료사용 업체인 경우

에너지 절약상황
에너지 사용설비

발전설비

원료 사용량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투자완료시점 미 입력 시

투자완료 시점을 모두 입력하세요.
에너지사용 고정(이동) 설비를 입력하세요.

사용설비 미 입력 시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고정(이동)설비의 에너지원과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입력 시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하세요.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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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용변압기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
대지 및 건물현황

계약전력 및 최대 부하를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미입력 시

수배전용변압기를 입력하세요.

에너지 사용량 미 입력 시

연료나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건물(아파트제외)

냉난방 방식을 선택하세요.

건물(아파트)

난방방식을 선택하세요.

에너지 사용량이

연료합계가 2000toe 이상만 제출 가능합니다.

2000toe 미만 일 때

에너지 사용설비와 발전 설비의 합이 전체 에너
지 사용실적을 초과하였습니다.
고정(이동)연소 부문의 에너지 사용실적이 에너
에너지 사용량

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지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합보다 작은 에너지원

점검

사용량

이 존재합니다.
고정(이동)연소 부문의 전력 사용실적이 에너지
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합보다 작은 에너지원이
존재합니다.
제품별 에너지 사용실적이 전체 에너지 사용실적

제품별 사용량

을 초과하였습니다.

□ 자료를 통계화 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 시스템 상에서 입력된 자료에 대해 통계표 파일 생성
<시스템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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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력 통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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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내용검토 시스템 구축 화면

□ 오류의 유형, 내용, 원인
유 형

내 용

원 인

수치 입력
오류

당초 입력해야 하는 값보다 과도하거 신고항목의 단위 혼동, 에너지사용량
나, 과소한 값을 입력
고지서의 값을 잘못 기재

원료 기입
오류

연료와 원료의 개념을 혼동
* 연료용 : 연소 시 열이 발생하는 에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원료
너지원(도시가스, B-C, 경유 등)
사용 실적을 입력
* 원료용 : 제품생산의 원재료로 사용
(원료용 납사, 코크스 등)

설비 사용량
미달

에너지사용설비에서 작성한 사용량의 합이
전체 사용량과 설비별 사용량과의 관계를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입력
작을 경우 추가 설비 입력 필요

설비 실적
초과

에너지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합이 전체 전체 사용량과 설비별 사용량과의 관계
에너지 사용실적을 초과
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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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응답

□ 단위 무응답 : 해당없음

○ 신고 대상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측면자료를 이용하여 에너지사용량 합계가

가

2,000toe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장 목록 발굴
-

한국전력공사 전력사용량 현황, 통계청 운수업 현황, 국토부 세움터 자료 등 측면 자료
이용하여 신고누락 등 확인

○ 단위 무응답 시 신고독려를 통해

신고토록 조치함

100%

□ 주요항목 무응답 : 해당없음

○ 필수 항목은 응답 입력 을 하지 않을 경우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제출이 되지 않으므로
(

)

모두 응답함

4. 이상치 식별 및 처리 : 해당없음

○ 공표되는 자료는 지수형태나 평균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치자료를 그대로 사용하여
집계하여 공표

※ 자료 점검

○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

에너지 사용설비, 발전설비가 전년과 비교하여

50%

이상 변동시

해당 사유를 기재토록 시스템으로 안내

○ 신고 내역 중 전년 대비

50%

이상 변동된 값에 대하여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값이 정상

여부 확인

○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신고 내역의 업종별 주요 통계치(평균, 4분
위수)를 이용하여 해당값의 정상 여부 확인
- 하한[1Q-1.5*(3Q-1Q)], 상한[3Q+1.5*(3Q-1Q)]을 벗어난 값에 대해 유선으로 이상 유무 확인

* 1Q, 3Q는 각각 제1사분위, 제3사분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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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통계공표 및 품질평가
1. 공표통계 및 해석방법

□ 주요 통계표, 그래프

○ 2017년도 에너지사용량통계 연보에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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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통계결과 및 분석결과

○ 2017년도 에너지사용량통계 연보에 수록

□ 통계 이용시 유의사항

○ 2017년도 에너지사용량통계 연보에 수록
<일러두기>
본 보고서는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에너지다소비업체,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사용업체)의 에
너지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현황 등 통계 자료를 수록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통계는 반올림 또는 절삭되었으므로 세목과 합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신
고업체의 업종변경 및 총에너지 사용량 등의 수정보고에 의해 일부 분석 자료가 변경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toe 환산은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하는 ｢에너지열량환산기준｣
(2017년 12월 개정) 중 총발열량을 적용하였으며, 2017년 이전 통계에 대한 toe 환산은 개정 전
에너지열량환산기준(2006년, 2013년 개정)을 적용하였습니다.(부록1)
※ 단, 전력량 환산은 최종 에너지 기준으로 1 kWh = 860 kcal를 적용
본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시 ‘2013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부록2)와 ｢2006 IPCC
국가 인벤토리 가이드라인｣의 ‘기본 배출계수’(부록3)를 이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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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2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CH4와 N2O는 IPCC 기본 배출계수를 이용

본 보고서에서 ʻ에너지1ʼ, ʻ절감량1ʼ은 전력사용량을 toe로 환산 시, 1 kWh = 2,290 kcal(부록1 에너
지열량환산기준)를 적용한 값이며, ʻ에너지2ʼ, ʻ절감량2ʼ는 1 kWh = 860 kcal(최종에너지소비기준)을
적용한 값입니다.
수송부문 통계는 ’15년도 실적부터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 2013년도 이전 자료는 16개 지역(舊 주소체계)으로 분석하였고 2013년도 자료부터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지역(新 주소체계)으로 분석하였습니다.
※ 지역순서는 통계청의 ‘한국행정구역분류’의 순서를 기준으로 함
본 보고서의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 - 』: 해당 숫자 없음
- 『 X 』: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수가 2개 이하 또는 연관관계로 인해 특정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비밀보호를 위해 X표 처리
- 『 0 』: 반올림에 따라 소수점 이하 자리가 절삭됨
본 보고서 통계 관련 문의 : 한국에너지공단 통계분석실(031-260-4595)

□ 성인지와 관련하여 공표하는 관련 통계 항목 등

○ 에너지사용량통계는 연료 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 합계가
·

2,000toe

이상인 자가 신고하는

것으로 성별구분이 포함되지 않음. 이에 따라 성인지 관련 공표항목이 없음

2. 시의성 및 정시성
2-1. 통계작성/보고대상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통계작성 기준시점과 공표시기
○ 기준시점 : 매년도 12월 31일
○ 공표시기 기준시점 기준 익년
:

월(작성기준년도 익년 6월)

6

□ 보고 기준시점과 통계공표 최초 공표일간 차이
○

개월(2017년간 자료

6

년 6월 공표)

=> 2018

□ 기간 단축 가능성 검토결과

○ 통계 작성 기간 단축 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기간을 단축하기 어려움
-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통해 입력된 자료 및 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확인, 관련
통계 산출을 위한 시간 소요 (연간자료를

6

개월만에 공표함은 시의성이 높은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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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공표일정

□ 사전에 계획 및 공개된 통계공표 일정과 공개 방법
○ 통계청 통계설명 자료 : https://meta.narastat.kr/
공표주기

1년

공표시기

작성기준년도 익년 6월

공표범위

전국

공표방법

전산망(인터넷)+간행물 : 에너지사용량통계(연보)

□ 통계공표 일정을 홈페이지에 예고 여부

○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통계공표 일정을 예고 :
https://netis.kemco.or.kr/EngyUseRpt/HomeMain/HomeMain.aspx

□ 최근 통계공표 시기
○

-

년간 자료를

2017

년 6월에 공표(작성기준년도 익년 6월)

2018

예고된 통계공표 일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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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교성
3-1. 통계 작성방법의 비교성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작성기준, 보고시기

○ 통계의 개념 분류기준 보고시기 등이 매년 동일하게 적용됨
○ 작성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경됨
,

-

,

2013년도 이전 자료는 16개 지역(舊 주소체계)으로 분석하였고 2013년도 자료부터 세종
특별자치시를 포함한 17개 지역(新 주소체계)으로 분석하였음

-

수송부문 통계는 ’15년도 실적부터 작성하였음

- 2017. 5. 31 :

구분

작성 항목 및 결과표 양식 변경(통계청 승인)
변경 전

변경 후

• 신고서 항목
작성 -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항목 -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 연간 실적 및 계획량

• 신고서 항목
-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 분기별 실적 및 계획량

변경 사유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
규칙(별지8호서식) 개정

• 결과표 양식(4부문)
• 결과표 양식(5부문)
- 전부문 / 산업부문을 분리
결과표 - (전)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 - 전부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하여 통계이용자의 자료
부문, 표준산업분류
수송부문, 표준산업분류
활용도 제고

3-2. 국가간 비교성

□ 외국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주요 국가의 해당 통계

○ 에너지사용량통계는 에너지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산출

□ 국외 통계와 비교 가능 여부
○ 통계 산출 방법

,

작성 대상 등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움

□ 주요 통계 내용 국제 비교

○ 에너지사용량 신고 제도는 일본의 에너지원단위 관리제도와 유사하나

,

에너지원단위를 개선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름
구분
제도명
조사주기
대 상
조사성격
비 고

한국

미국

일본

에너지사용량 신고 제도

산업체 에너지사용량 조사

에너지원단위 관리제도

1년

4년

1년

연간 2,000toe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의무
에너지의무진단,

약 15,000개의 제조업체
의무

연간 1,500kl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자
의무

에너지온실 The manufacturing sector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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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5년동안

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NAICS

Sector

31-33)에서

지정 등 타제도와 연계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조사하므 연평균 1%의 에너지원단위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의무 로,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사 개선할 의무를 가짐
부과

업장도 조사 대상에 포함

4. 일관성
4-1. 동일영역 통계와 일관성

□ 동일한 조사내용 또는 보고항목이 포함된 다른 통계
○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000toe

이상인 건물, 산업체는 내용이 유사함
< 동일영역 통계 비교 >

통계명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승인일자

2018-08-13

2005-04-30

1997-12-01

작성방법

가공통계

조사통계

보고통계

2017

2005

1997

한국감정원

한국에너지공단

최초
작성년도
작성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위탁)

국내 에너지소비측면의 대규모
건축물 에너지 사용량 정보 제 시계열 통계 축적을 통해 에너
작성목적

공을 통한 에너지 사용량 예 지이용합리화정책 및 기후변화
측 및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대응 정부정책 수립 및 이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0조1항

주거용 건물 세부용도별(6개),
작성항목

지역별(17개 시도) 에너지 사
용량

에너지원별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동향, 에너지 사
용설비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
사용량 등을 수집·분석함으
로써 에너지이용 합리화 업무
의 기초자료 제공

에너지법 제19조
일반사항,

에너지사용량통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제1항
사용량,

폐 에너지 이용실적, 에너지 사용
설비 현황,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온실가스 배출량, 전기 및 열 생산
현황, 주요 제품별 현황 및 에너지
사용량 등

사업체 일반현황,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에너지절약 실적
및 계획, 주요 에너지사용 설
비 현황, 발전설비, 주요 수․
배전용 변압기, 대지 및 건물
현황, 제품별 에너지사용실적
및 계획

전기, 도시가스, 난방 사용량
정보가 매칭되는 전국 주거용
모집단

건물(단독주택, 다중주택, 다
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공표시기

다세대주택) 에너지사용량 자료
작성기준 년도 익년 5월

직전년도 12월 말 기준, 국내 광업,
제조업 사업체

조사기준 년도 익익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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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다소비

사업자(연간

에너지사용량 2,000toe 이상
사업장)
작성기준년도 익년6월

□ 통계사이에 차이가 나는 경우 차이가 나는 내용, 정도, 이유
○
○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주거용건물에너지사용량통계’ 는 주거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

데 반해, ‘에너지사용량통계’는 전 용도(주거용을 포함)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자(건물)을 조사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배출실태조사’는 광업, 제조업

(

부문만을 조사, ‘에너지사용량통계’는 전 부문(산업, 발전, 수송, 건물)의 다소비사업자를 조사

5. 일회성 수정

□ 오류가 발생하여 수정한 내용, 사유, 조치과정 및 결과
내 용

사 유

조치과정 및 결과
수정 공지(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2017년도 에너지사용량 통계 수정

http://www.kemco.or.kr/web/kem_hom

1) 2016년 산업부문 에너지절약실적

자료 집계 e_new/info/statistics/data/kem_view.as

: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2) 2017년 건물부문 에너사용설비현황(보일러)

오류

p?sch_key=&sch_value=&c=305&h_pa
ge=1&q=21450

: 대수, 에너지사용량

6. 통계활용 실태

□ 에너지사용량 통계 자료 제공 현황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통계 게시판을 통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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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통계 제공

4,300

Ⅷ. 통계작성 문서화 및 이용자서비스
1. 통계작성 문서화

□ 통계작성 절차의 문서화

○ 통계작성 기본계획
년 에너지다소비업자 사용량신고 추진계획안
○ 업무편람 업무편람
○ 자료수집방법 자료입력지침서
년 에너지사용량 신고 매뉴얼
○ 내검 지침서 신고서 검토방법
:

2019

:

,

:

2019

:

2. 접근성 및 명료성
2-1. 통계의 이용자 서비스

□ 통계가 이용자에게 서비스되는 경로
서비스 경로, 인터넷 주소
국가통계포털
KOSIS

제공 자료 유형

http://kosis.kr/index/index.do

https://meta.narastat.kr

에너지사용량 통계표
메타정보

정부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dataset/150047
에너지사용량 통계표
93/fileData.do

http://www.energy.or.kr/web/kem_ho
공단 정보마당 - me_new/info/statistics/data/kem_list.a 에너지사용량 통계연보
sp?sch_key=&sch_value=&h_page=1& (보고서 간행물)
한 국 에 너 에너지통계
c=305
지공단
에너지사용량 신 http://netis.energy.or.kr/EngyUseRpt/
에너지사용량 통계
고 시스템
HomeBord/HB_01_02_010.aspx

2-2. 연락처 정보

□ 통계의 담당자 또는 이용관련 문의 연락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한
○ 한국에너지공단 통계분석실 안

OO

OO

주무관

과장

044-203-5145

052-920-0622

2-3. ~ 2-4. 통계 설명자료 제공 (작성개요~참고자료)

□ 통계자료 설명

○ 국가통계포털
의 통계설명자료
○ 한국에너지공단홈페이지 http://www.energy.or.kr/)-정보마당-에너지통계(통계연보)
○ 품질보고서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pi/8/6/1/index.board
(http://kosis.kr/index/index.do)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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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ta.narastat.kr/)

3.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 마이크로데이터 제공 : 해당없음
□ 마이크로데이터 미 제공 사유

○ 마이크로데이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조 비공개 대상 정보
9

(

),

통계법 제

조(비밀의 보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공하지 않음

33

□ 이용자 맞춤형 통계산출 제공서비스

○ 에너지사용량통계 시스템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최근

년간 원별사용량 추이 등의

5

분석 결과
-

서비스 요구방법

:

사업자

로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에 접속할 경우 별도의 요청없이

ID

이용 가능
-

인터넷 주소

: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

(https://netis.kemco.or.kr/EngyUseRpt/HomeMain/HomeMain.aspx)

4. 비밀보호 및 보안
4-1. 자료 수집, 처리 및 보관 과정의 비밀보호

□ 자료 수집

○ 자료 수집 시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며

,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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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접근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접근

□ 자료 처리 및 보관
○
○

자료처리)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집계함

(

보관) 자료는 한국에너지공단 통계전용서버에 저장되며 비밀번호가 설정되며, 통계 담당자

(

이외에는 통계전용서버 접근이 불가함.

4-2. 공표자료의 비밀보호

□ 공표 자료에서 응답자 식별가능성 제거를 위하여 취한 조치와 방법

○ 공표자료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표하므로 응답자의 식별이 불가능함
○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장 수가 개 이하 또는 연관관계로 인하여 개별 사업장을
2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비밀보호를 위해

표 처리

X

4-3. 자료 보안 및 접근제한

□ 자료의 유실, 유출,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조치

○ 수집된 자료는 통계전용서버에 별도 보관 됨 접근은 권한이 부여된 자만 가능
○ 자료처리 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자료를 처리하고 집계함
○ 주기별로 통계전용서버를 백업하여 예기치 못한 자료 유실이나 훼손을 방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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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통계기반 및 개선
1. 기획 및 분석 인력

□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명과 업무별 담당인력 구성
○ 주관부서
○ 위탁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

한국에너지공단 통계분석실

구분

이름

○○
○○
○○
○○

박
전
안
서

한국에너지공단
통계분석실

직위

근속년수

실장
부장
과장
대리

23년
15년
13년
6년

통계업무
담당연수
0.2
2.2
0.2
1.2

담당업무
통계작성총괄
통계작성기획
통계작성실무
통계작성실무

□ 최근 3년간 통계 관련 교육이수

○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교육 매년 이수 (참여인원 2명)
○ 통계관련 교육과정이수
-

교육기관

-

과정명

:

:

통계교육원

국가통계포털(KOSIS) 통계DB관리시스템 이용자 교육
(교육일정 : 2019.3.28(목) 10:00 ∼ 17:00)

- 참여인원 : 2명

2. 사업예산

□ 사업 예산
○ 총예산

천원

: 150,000

-

신고 콜센터 운영

-

시스템 고도화 :

-

전문가 자문 등

천원

: 60,000

천원

85,000

천원 (회의운영비, 수당, 국내여비 등)

: 5,000

○ 예산 증액의 필요성

:

에너지사용량통계 수집 항목 확대와 각 부문별 효율 산출지표 개발
등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

-

산업부문별로 원단위 관리가 용이한 형태로 업종별/사업장별/제품별 효율 지표를 개
발하고 해당 사업자의 지속적인 효율향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

*

부문별 효율 지표 개발

천원

20,000

×

개 업종

10

세부내역은 관련 연구 용역 추진 후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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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시스템 개발

천원

100,000

< 산업부문 에너지효율 종합 관리 프로그램(안) >
현황 진단

원단위 관리

에너지사용량신고 등 개선 (예: 양식∙분석)

인센티브·지도

자발적 참여
우수사업장
(Plan) 절감계획 (Do) 절감이행

업종별/사업장별/제품별 효율 지표 개발
고효율기기, 공통설비 등 DB 구축

(Act) 계획재검토 (Check) 절감검증

신고 데이터 검증절차 도입

l 세제감면
l 보조금
l 인증서

벤치마크 원단위

미흡사업장

▪업종선정 ▪기준(상위 10~20%)

l 기술지도
l LEEN 참여

▪타사비교 ▪절감이행 촉진

우수사례, 개선방안 등

능동형 통계 생산

종합적 효율관리 프로그램

맞춤형 진흥

3. 자료처리 시스템

□ 자료처리 시스템의 장비 현황

○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은 공단 내부에 서버를 두고 통계분석실에서 관리
구 분

OS 및 사용 SW

사양

ㅇ IIS 7.5

Application

ㅇ JAVA 1.7.0_79

ㅇ Intel Xeon(R) CPU E5-2630 v4 @

ㅇ EditPlus 3

2.20GHz

ㅇ DevExpress 13.2

ㅇ RAM 16GB

ㅇ DevExpress DXperience 12.1

ㅇ 100GB, 80GB, 900GB, 500GB

ㅇ Windows Server 2008 R2 SE SP1 64bit

DB

ㅇ ORACLE 11g 11.2.0.4.0 64bit

ㅇ Intel Xeon(R) CPU E5-2690 0 @ 2.90GHz

ㅇ Windows Server 2008

ㅇ RAM 8GB

ㅇ MS-SQL 2000

ㅇ 100GB, 200GB, 300GB

4. 통계 품질관리 및 개선

□ 통계청 자체품질진단 수행

○ 매년 통계청 자체통계품질진단을 통해 발굴된 개선과제에 대해 적기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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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개선과제

완료여부

2016

완료
115007-16-1 다소비사업장이 확대됨에
(신고업체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
따라 신고제도 이해 및 신고업체의 편의
스템 캡쳐, 문구 수정 등의 신고 매뉴
를 위한 사용량신고 매뉴얼 개선 추진
얼 개선)

2017

완료
(제출한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맞춤 분석자
115007-17-1 응답대상(에너지다소비업체)를
료를 도출, 응답자에게 유의미한 정보 제
위한 분석 데이터 제공
공, 사업자별 로그인 후, 나의 통계에서
확인)

2018

115007-18-1 문서화 및 자료제공
/65.사전 예고제 및 공표일정 준수

완료
(에너지사용량 신고 홈페이지를 통해 에
너지사용량통계의 공표일정 게시)

※ 에너지사용량통계 시스템 운영
-

에너지사용량통계 자료 입력시 오류 검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보고 단계에서 정
확한 자료 등록율을 높임
구 분

점검 내용

오류 확인 시 출력 메시지

신고서 제출 가능 여부

제출 불가능한 실적년도입니다.

에너지관리자 정보

에너지관리자 정보를 입력하세요

사용실적 및 계획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을 입력하세요.
에너지 사용실적 및 계획 사용량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기타에너지 원 존재 시

기타에너지원 상세내역을 입력하세요.

원료사용 업체인 경우

원료가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원료 사용량이 입력되지 않았습니다.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투자완료시점 미 입력 시

투자완료 시점을 모두 입력하세요.

사용설비 미 입력 시

에너지사용 고정(이동) 설비를 입력하세요.
고정(이동)설비의 에너지원과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필수항목 입력 시

모든 필수 항목을 입력하세요.

전년대비 50% 이상 변동 시

전년대비 50%이상 증가(감소)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수배전용변압기

필수항목 미입력 시

계약전력 및 최대 부하를 입력하세요.
수배전용변압기를 입력하세요.

제품별 에너지 사
용량

에너지 사용량 미 입력 시

연료나 전기 사용량을 입력하세요.

건물(아파트제외)

냉난방 방식을 선택하세요.

건물(아파트)

난방방식을 선택하세요.

에너지 사용량이 2000toe 미만
일 때

연료합계가 2000toe 이상만 제출 가능합니다.

사용설비와 발전설비의 사용량

에너지 사용설비와 발전 설비의 합이 전체 에너지 사
용실적을 초과하였습니다.
고정(이동)연소 부문의 에너지 사용실적이 에너지사용
설비와 발전설비의 합보다 작은 에너지원이 존재합니다.
고정(이동)연소 부문의 전력 사용실적이 에너지사용설

일반현황

에너지사용 실적
및 계획

에너지 절약상황
에너지 사용설비

발전설비

대지 및 건물현황

에너지 사용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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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발전설비의 합보다 작은 에너지원이 존재합니다.
제품별 에너지 사용실적이 전체 에너지 사용실적을 초
과하였습니다.

제품별 사용량

5.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 외부 개선의견 및 조치사례

○ 에너지사용량 신고 기준 강화

년)

(18

서울시에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기준을 현행

-

에서

2,000toe

로 변경하여 에너지다

1,000toe

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요청

→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하고

대상 확대로 추가 관리되는 에너지사용량 수준이 미미하여

,

개선의견 불수용
신고 대상 기준을 상향시켜 온 규제 완화 추세에 역행

①

* (’80) 250toe → (’93) 500toe → (’97) 1,000toe → (’99) 2,000toe
대상 확대로 추가 관리되는 에너지사용량 수준 미미(약

②
-

기준 강화로 사업장 수는 약

천개 증가해 관리 부담이 증가하는 한편, 추가되는 에너지

6

사용량은 전체 사용량 대비 약

전체
사용량
(백만toe)
138.5
44.5

구분
(’16년 기준)
산업
건물

3.2% 증가)

3.2%

수준

신고
사용량
(백만toe)
95.4
2.7

업체 수
(개)
2,881
1,202

전체대비
(%)
68.9
6.1

업체 수
(개)
1,867
4,095

1∼2천toe*
사용량
(백만toe)
1.1
4.7

* 1∼2천toe 출처 : (산업) 산업부문 에너지 온실가스 조사, 에너지공단, (건물) 세움터, 국토부
③

에너지진단 , 에너지관리자 법정교육 에 대한 영향으로 사업장 부담 가중

④

1

*

전체대비
(%)
0.1
10.6

*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3년 이상 주기로 의무적으로 진단
** 신규 에너지관리자는 의무 교육 이수

천toe~2천toe사이의 건물에 관리자 부재 또는 신고역량 부족으로 전체적인 에너지사용량

신고 데이터 품질 악화

* 2천toe 사용하는 건물이 이마트, 홈플러스(지하1∼2층, 지상3∼5층) 규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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Ⅹ. 참고문헌
1.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통계의 개념, 정의, 용어, 분류, 방법 등에 관한 국제기준 또는 권고안
○ 에너지밸런스

,

-

에너지통계

국제에너지기구(IEA),

"WORLD ENERGY BALANCES 2018 EDITION",

http://wds.iea.org/wds/pdf/WORLDBAL_Documentation.pdf
*

산업 부문 플로우(전환, 소비) 사용량 집계에 대한 국제 기준 게시

2. 동일통계 외국자료

□ 주요 외국 유사 통계

○ 일본 에너지 소비통계 조사
- http://www.enecho.meti.go.jp/statistics/energy_consumption/ec001/

○ 미국 제조업 에너지 소비 조사

- https://www.eia.gov/consumption/manufacturing/index.php

3. 기타 문헌

□ 해당 통계와 관련된 연구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통계가 수록된 국내외 보고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관한 연구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6254)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규정 및 각 나라별 에너지사용량 신고 제도 비교 사례 제시

○ 미 에너지청

,

of

U.S.

미 제조업체 에너지사용량 및 원단위

—

Manufacturing

Data

from the

2014

(EIA, Energy Use and Energy Intensity

Manufacturing

Energy Consumption Survey

(MECS)), https://www.eia.gov/consumption/manufacturing/reports/2014/enduse_intensity.

○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보

(http://www.keei.re.kr/web_keei/d_results.nsf/0/C22

32C7770E4E45349258386002E62CB/$file/YES2018.pdf)
-

에너지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에너지공급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에너지공급통계와
에너지 수요단에서 작성한 에너지사용량통계와의 비교를 통해 통계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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