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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효율성·실효성 높이게
계절변화 반영하는 최신 에너지통계 필요

연간 소비량 중심의 에너지통계 한계로 정책 성과 평가·환류 어려워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 속도에 비해 공식 에너

지통계로는 최근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없다. 기존의 통계는 빨라야 2년 전 통계인데다 연간 

소비량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 계절별 에너지소비량 정보가 부족하여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

여 이를 수정․보완하는 환류체계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의 증가나 감

소보다는 계절변화에 따른 냉방에너지 또는 난방에너지의 증감을 파악할 수 있어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국가단위의 에너지통계는 월단위로 작성되나, 지역단위의 에너지통계는 연단위로 작성되며, 공

간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에 국한되기 때문에 자치구에 대한 통계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서울시 및 자치구는 에너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기반이 빈약하여 에너지정책의 추진과 성

과 평가에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다.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 주는 대형소매점경상지수 등 다양한 지표 발굴

기상조건은 냉방에너지와 난방에너지소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지표는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이다. 월간 난방도일과 월간 도시가스소비량 간의 결정계수(상관

계수의 제곱)은 0.87, 냉방도일과 월간 전력소비량 간의 결정계수도 0.62로 높게 나타난다. 

서울시의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소비량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특히 지역경제의 성장여

부를 잘 나타내는 것이 지역총생산(GRDP)이나, 이는 공표까지 2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활용성이 떨어진다. 이런 경우 신속하게 경제여건을 파악할 수 있는 대체 지표, 이를테면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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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경상지수처럼 GRDP와 상관관계가 매우 밀접한 경제지표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지표를 발굴하여 에너지통계에 수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통계 작성 위해 산재된 정보수집 외 새로운 정보도 생산 필요

에너지사업자는 요금 부과 목적으로 에너지 용도를 분류하고 이에 대한 공급량 통계를 제공하

고 있으나, 에너지원별로 분류체계가 다르며, 광역자치단체 또는 기초자치단체 등 에너지공급

량 정보의 공간 분류 체계도 다르다. 게다가 에너지공급통계가 제공되지 않는 에너지원도 있

다. 따라서 산재된 에너지공급량 정보를 수집하여 용도 분류체계와 공간 분류체계를 정립하고, 

제공되지 않던 에너지공급 정보를 추가로 생산하여야 한다. 특히, 군소 사업자가 포함된 지역

난방의 경우 각 사업자로부터 직접 에너지공급량 통계를 제공받아야 한다.

에너지통계 작성 시 에너지 단위표기, 열량환산계수 적용기준 세워야

에너지원별 통계 단위는 고유단위로 표현하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석유제품의 경우 제품종류

가 다양하고 발열량이 서로 다르므로 석유환산톤(TOE)으로 환산하여 표현한다. 에너지소비량

을 열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낼 경우 최종에너지와 등가1차에너지를 구분하여 표시하며 에너지

원의 열량을 합산하여 석유환산톤(TOE)으로 나타낸다.

에너지통계 작성 시 에너지 단위표기는 국가표준기본법을 준수한다.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은 

1990년 이래 여러 차례 개정된 바, 기준 적용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관련법 시행일부터 즉시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이 6월 이전이면 당해 연도부터, 7월 이후면 다음 해 

1월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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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통계에 서울시·자치구 최종에너지 공급량 등의 지표 수록

서울시의 에너지소비량에 대한 통계는 신속하게 작성하기 어려우므로, 에너지사업자가 제공하

는 공급통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분류체계가 상이하므로 부문별 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통계는 작성하지 않으며, 에너지원별 공급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너지공급통계에는 최종에너지로 환산하여 합산한 서울시 최종에너지공급량과 이를 자치구

단위로 세분화한 자치구 최종에너지공급량을 작성한다. 또한 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 지역

난방 등 주요 에너지원별로 에너지공급통계를 작성한다.

연관 지표로는 인구 관련 통계, 경제사회 통계, 건물 관련 통계, 기상 관련 통계를 수록한다.

서울 에너지 통계는 기존 공식통계보다 지연기간이 3~6개월로 단축

서울 에너지통계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바 대로 작성된다면, 이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구단위

의 에너지통계와 월간 에너지통계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분기별로 통계를 작성한다면 기존의 

공식통계가 지니고 있는 약 2년간의 통계 지연 기간을 3개월~6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다

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서울 에너지공급통계는 에너지사업자가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분류체계이기 때문에 각 에너지

원별 분류체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용도별 또는 부문별 최종에너지공급량을 산출할 수 없으

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기존의 통계와 집계 방식이 서로 달라 동일한 용도나 동일한 

부문일지라도 공식통계와 차이가 발생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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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ㅣ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 서울시 에너지 정책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최신 에너지통계 활용이 필요함

‐ 서울시는 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고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나, 정책 추진 속도

에 비해 공식 에너지통계로는 최근 사업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음 

‐ 기존의 통계는 연간 소비량 중심으로 작성됨에 따라 계절별 에너지소비량 

정보가 없어 정책의 효과 평가가 어려움 (예, 냉방과 난방에너지)

‐ 빨라야 2년 전 정보로서 최근 정보 활용이 어려움

◦ 서울의 다양한 에너지 정책에 필요한 에너지통계 자료의 종합적 구축이 필요

‐ 에너지통계 자료들이 발행(작성)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음

‐ 지속가능사회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등 기존의 수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 

달리 에너지 정책 방향이 달라짐에 따라 추가 작성되어야 할 에너지통계 자

료의 목록 구성이 필요함 

◦ 지역에너지연보 보다 시의성이 높고, 서울 지역의 에너지 정책의 특성을 종합적으

로 반영한 서울 에너지통계를 발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통계 자료 목록 구성과 자

료 수집, 통계 작성, 발간 등 체계가 갖추어져야 함  

‐ 서울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센터에서 서울시 지역에너지 관련 장․단기 통계를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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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연구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 에너지통계 기초 정보

‐ 에너지통계 작성 개요(기초 정보 생산자, 정보 생산 주기, 자료 획득 방법)

‐ 에너지통계 분류 체계(부문별, 에너지원별 등)

‐ 에너지통계 관리(승인통계/비승인통계)

◦ 서울 에너지통계 현황

‐ 에너지통계 제공 기관별 자료

‐ 에너지원별 자료

◦ 에너지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연관 정보

‐ 물리적 요소: 기온, 난방도일, 냉방도일, 일사량, 강우일수 등

‐ 경제적 요소: 대형소매점경상지수, 건물연면적, 국제유가 등

‐ 사회적 요소: 인구, 가구, 통행량, 휴일 등

◦ 서울 에너지통계 발간 방안 

‐ 서울 에너지통계 분류 체계 

‐ 자료 수집 및 취합 방법 구축

‐ 서울 에너지통계 발간 및 배포

2) 연구방법

◦ 에너지통계 현황조사

‐ 에너지통계 작성 기관의 발간물 또는 웹사이트 게시물 조사 분석

◦ 에너지통계 작성 예시

‐ 한국전력,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석유공사 등 에너지공급 사업자의 통계 인용

‐ 일부자료는 에너지사업자에게 직접 자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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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표기

‐ 에너지원마다 고유 단위로 표기하되 석유제품은 석유환산기준(TOE)으로 환

산하여 표시

‐ 최종에너지는 각 에너지원의 열량을 석유환산기준(TOE)으로 환산하여 표시

◦ 열량단위 환산

‐ 에너지법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에너지열량환산기준을 적용하되, 시행일자가 6

월 이전이면 시행일 해당연도부터 적용하며, 시행일자가 7월 이후면 다음해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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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ㅣ 에너지통계 현황

1_에너지의 범주와 흐름

1) 에너지원에 따른 분류

◦ 에너지의 범주는 크게 화석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며, 이들 에너지를 통

하여 생산된 전환에너지도 포함됨.

‐ 화석에너지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에너지로서 어떠한 생명체가 화석의 

단계를 거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형태로 변환된 것

‐ 신재생에너지(New & Renewable)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의 복합어로서 

“기존의 화석 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 유기체 등

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전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 화석에너지는 전통에너지인 석탄, 석유, 가스 등이 있으며 이를 관련 제품을 기준

으로 세분화하면 다음과 같음

‐ 석탄 

 무연탄: 국내탄(연탄), 수입탄(무연탄, 갈탄, 토탄, 기타)

 유연탄: 원료탄, 연료탄

‐ 석유

 에너지유: 휘발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B-A유), 중유(B-B유), 중질중유

(B-C유), 항공유, 프로판, 부탄

 비에너지유: 납사, 아스팔트, 용제, 윤활유, 기타석유제품

‐ 가스: 천연가스, 도시가스

◦ 신재생에너지는 새로운 기술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신에너지와 태양, 물 등과 같

이 자연에 존재하는 재생에너지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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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등

‐ 재생에너지: 태양열,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폐기물 등

 바이오: 바이오가스, 매립지가스, 바이오디젤, 우드칩, 성형탄, 임산연료, 목

재펠릿, 폐목재, 흑액, 하수슬러지, Bio-SRF, 바이오중유

 폐기물: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도시쓰레기, 시멘트킬른보조

연료, 고형폐기물연료(SRF: Solid Refuse Fuel)1), 정제연료유, 폐목재

◦ 전환에너지는 특정 에너지(연료)가 투입되어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생산되는 것으

로 2차에너지로 불리기도 함.

[그림 2-1] 에너지제품에 대한 정의 

      자료: “IEA 에너지통계 작성방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1) 고형폐기물연료(SRF)에는 폐기물고형연료(RDF: Refuse Derived Fuel), 폐플라스틱고형연료(RPF: Refused Plastic Fuel), 폐타
이어고형연료(TDF: Tire Derived Fuel)가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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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전환2)과 유사한 개념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에너지통계에서는 전

력과 열을 지칭함.

2) 에너지의 흐름(flow)

◦ 자연상태의 매장지역(reserves)에서 채굴한 화석연료와 생물권(biosphere)에서 

취득한 바이오연료는 직접 사용되거나 다른 연료제품으로 변환되기도 함.

‐ 한 국가는 필요한 에너지를 매장지역에서 채굴하거나 부족한 에너지는 수입

하고 또한 여분의 에너지는 수출도 함.

‐ 다음 그림은 체굴된 에너지가 직접 또는 국가간 수출입을 통해서 제품이 되

고 전환과정을 거쳐 최종소비로 사라지는 에너지의 흐름을 표현하는 일반적

인 패턴임.

◦ 우리는 에너지제품이 생성되고 사라지는 과정에 대해 주요 시점별로 에너지 흐름

을 기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됨.

‐ 에너지 흐름을 통계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은 해당 제품의 특성

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변화되지 않고, 해당 물량은 각 공급원과 사용형태

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위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임. 

‐ 여기에서 특성은 에너지가 가지고 있는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면, 

갓 채굴한 석탄은 석탄이 아닌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판매 전에 이를 제거

하여야 함으로 채굴된 석탄의 에너지량과 소비된 석탄의 에너지량은 서로 

다르다는 것임.

‐ 이와 유사한 흐름이 열과 전력 또는 기계적 동력에 대해서도 존재함.

2) 에너지전환은 전환에너지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에너지를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 예를 들면 운동에너지를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 등으로 전환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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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주요 에너지제품의 흐름

          자료: “IEA 에너지통계 작성방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 열이나 전력과 같은 에너지제품들은 전환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에너지통계에

서 처리하는 방법은 국가마다 다름.

‐ 공기나 물(풍력, 수력, 파력, 조력발전 등)을 이용, 기기를 구동하여 에너지

를 생산(대부분 전기)할 경우, 생산된 전력에 대한 에너지량은 측정이 가능

하지만 투입된 수력, 풍력, 조력 등에 대한 에너지량은 측정이 불가능함.

‐ 에너지통계에서 이러한 기계적 에너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1차에너지 형태

로 채택하지 않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생산된 1차 전력은 생산시 열을 필요

로 하지 않기 때문에 비열(non-thermal) 전기로 부름.

‐ 반면, 햇빛을 전기로 직접 변환한 광전지(PV)의 전기에너지는 1차 에너지로 

간주되고, 비열 전기원에 포함시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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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에너지는 국가에 따라 서로 정의가 다를 수 있고, 측정방법의 차이

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세계 통계를 작성하는데 있어서는 가준에 대한 합의

가 필요하게 됨.

◦ 생산된 원재료 또는 에너지제품들은 국내에서 바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잉여분에 

대해서는 국가간 대외거래를 하게 되며, 이러한 대외거래는 수출입 통계를 작성하

는 데 많은 문제들을 야기함.

‐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한 국가의 영토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고 동일하게 모

든 국가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임.

 만약 한 국가 내에 자유무역지대가 있으면, 이를 국가 통계계정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와 국가 재고와 소비량에 대한 평가 방침이 설정되어야 함.

‐ 무역에 있어서 상품의 수출입은 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물량이며, 해당 국

가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 구입과 판매가 발생하게 됨.

 여기에서 수입이나 수출에 대한 경계는 통관여부와는 관계없이 상품이 국경

을 넘어갈 때 발생하게 됨.

‐ 에너지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 원산지와 도착지는 선적되는 연료에 대해서는 

측정이 가능하지만 네트워크 에너지는 측정이 곤란함.

‐ 네트워크 에너지인 가스나 전력량을 측정하는 계량기는 국경을 오가는 물리

적 양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공하지만, 출발지와 최종 도착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함.

 또한 신규 전력시장에서 전력의 출발지는 전력 공급회사가 등록된 국가와 

다를 수도 있음.

 특별히 공개시장(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네트워크 에너지에 대해서는 상업용 

거래량과 물리적 거래량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

‐ 에너지국제기구(IEA)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영토의 정의, 

대외거래 등에 대한 작성기준을 제공하고 있음.

◦ 에너지흐름 측면에서 통계 작성에 유의해야 할 내용 중 하나는 국제 해상벙커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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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제항해 중인 선박에서 소비하는 석유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

‐ 이 석유는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화물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

으며, 국제항해를 하는 모든 선박은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석유를 공급 받

아야 함.

‐ 대형 선박의 엔진은 일반 연료와는 품질이 다른 연료를 사용하며, 또한 혼

합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용제품에 대한 열량이 조사하여 에너지

밸런스에 반영하여야 함.

‐ 국제 해상벙커링을 파악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국제 해상벙커링은 온실

가스 배출량과 관계가 있으며, 국제 민간항공은 국가 인벤토리로서 유엔 기

후변화협약(UNFCCC)에 보고되고 있음.

 이러한 배출량은 국가 인벤토리에서 제외시켜야 함.

3) 에너지의 단위와 열량 환산

◦ 에너지는 고체, 액체, 기체 등 형태에 따라 사용되는 각각의 고유단위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에너지원-단위는 다음과 같음.

‐ 고체(무게): 석탄류(㎏, ton)

‐ 액체(부피): 석유류(L, kL, bbl, 드럼)

‐ 기체: 가스류(N㎥)

‐ 에너지단위: 전력(kWh), 열(cal, Joule)

◦ 같은 에너지라 하더라도 국가별로 사용하는 단위가 다른 경우가 있으며, 절대량의 

크기에 따라 상위 단위를 사용하기도 함.

‐ 대부분의 국가가 리터,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으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의 고

유단위인 inch, feet, gallon 등을 사용

‐ 부피단위의 경우 기체와 액체에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함.

◦ 각각의 에너지는 서로 다른 크기의 에너지양을 가지고 있으며, 이 에너지의 양을 

열량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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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와 크기가 다른 에너지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에너지가 가진 열

량으로 환산 후, 이를 합하여 총 에너지를 계산함.

‐ 각각의 에너지가 가진 열량은 국가별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측정 및 고시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에너지열량환산기준)」에 

따라 매 5년마다 고시하고 있음.

 최근 고시는 ‘제7차 에너지열량 환산기준’(2017년 12월 28일)이며 2018년 

통계부터 적용됨.

◦ 열량은 총발열량과 순발열량이 있으며, 에너지통계에서는 환산된 열량을 원유의 

열량과 비교하기 위하여 TOE 단위를 사용함.

‐ 대부분의 연료는 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이며, 연료에는 열량과 거의 관계없

는 요소들도 미량 존재하고 있음.

 연료가 연소하는 동안 탄소와 수소는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을 방출하게 되

는데, 수소가 산소와 결합할 때 고온의 가스나 증기상태의 수증기를 형성하

게 됨.

 이 수증기는 연소가 일어나는 설비(보일러, 엔진, 로 등)에서 발생되는 배기

가스와 함께 사라짐.

‐ 총발열량은 연료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증기의 잠열을 포함한 발열량

이며, 순발열량은 수증기의 잠열을 제외한 발열량임.

 양자는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통계는 

총 발열량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음.

‐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은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으로 국

제적으로 107kcal를 적용함.

 우리나라는 열량단위로서 칼로리(calorie)를 범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IEA(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주울(Joule)을 사용하고 있음.

 도시가스는 2012년 7월부터 거래 단위를 물량 단위인 N㎥에서 열량 단위인 

주울(Joule)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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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국가 에너지통계 작성 현황

1) 에너지통계의 기본 개념 

◦ 에너지는 열과 동력을 얻기 위해서 투입되는 연료를 의미하며, 큰 틀에서는 자원의 

범주에 포함됨.

◦ 에너지통계는 에너지원, 작성방법, 작성목적 등에 따라 분류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3가지를 기준으로 각각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함. 

작성 기관 주요 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련 통계
주요해외에너지통계, 지역별/국가별요약통계, 에너지 순위통계, 지도로
보는 해외에너지, 해외 석유가격 비교, 기후변화/온실가스, 에너지열량환
산, 단위환산표국내에너지통계, 지역별통계, 주요지표, 최신/인기통계, 
통계소재정보, 에너지수요전망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및 집단에너지 관련 통계
에너지통계, 유가동향, 전력수급실적, 년도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년
도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

한국석유공사
•석유 및 석유제품 관련 통계
오피넷 (유가예보, 국내유가, 국제유가, 주간유가동향, 주유소·충전소 찾
기), 페트로넷(국내석유정보, 국제석유정보, 석유개발동향) 

한국전력거래소
•전력 관련 통계
전력 설비, 발전 설비, 발전 실적, 전력수요예측, 전력수급실적, 계통한계가격, 
판매, 거래, 전력시장 현황, 전력통계 발간물, 전력통계 보고서, 주요지표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관련 통계
열량제도, 공급열량조회, 도시가스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발전용 천연가스 요금, 
천연가스 도매요금, 천연가스 도매요금 원가정보, 천연가스 주배관 압력정보

대한석탄협회
•석탄 관련 통계
탄광별 석탄생산실적, 수입석탄수급실적, 년도별 석탄 수급실적, 무연탄 
수급상황, 석탄수입실적, 석탄수입가격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에서 공급하는 도시가스 소비와 관련된 통계
도시가스 보급률, 도시가스 배관망, 도시가스 공급 개황, 도시가스 공급 
실적, 도시가스 사업통계 월보, 도시가스 요금표

[표 2-1] 통계작성기관과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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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통계 작성 근거

◦ 「에너지법」 제19조(에너지 관련 통계의 관리 공표)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에너지 관련 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 수급

에 관한 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해야 함

◦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위한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 통계의 작

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통계의 신뢰성과 효율성의 확보

를 목적으로 함

‐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가스공사, 대한석탄협회,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이 있음.

(2) 에너지통계 작성 과정

◦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에너지 유관기관 및 에너지통계 조사대상자에게 소관 에너

지통계의 작성·분석 등에 필요한 에너지통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조사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1.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 2. 제1호의 사업자로 구성된 법인·단체

‐ 3.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 4. 타 법령에서 정하는 에너지통계로 그 법령에서 정하는 조사대상자

◦ 조사대상자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

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에게 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조사대상자에게 요구하는 에너지통계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하는 조사대상자의 범위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별지의 작성서식을 활용하여 에너지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구한 기간내에 에너지통계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함

(3) 작성방법과 목적에 따른 분류

◦ 통계의 작성방법은 자료의 수집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통계청에서는 보고통계(행

정통계 포함), 조사통계 및 가공통계로 구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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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통계는 법령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

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한 통계

 제2의 통계라고도 하며, 주민등록인구현황, 공중위생관계업소 실태보고 등

이 여기에 포함됨

‐ 조사통계는 통계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은 통계를 말하며, 

제1의 통계라고도 함

 조사대상 집단의 모든 단위를 조사하는 전수조사와 집단의 일부만을 조사

하고도 전부 조사하는 것과 같은 자료를 얻는 표본조사로 나뉨.

‐ 가공통계는 수집한 한 종류 이상의 투입자료(1차 통계와 외부자료)를 분류, 

집계, 편집, 추계 등의 방법으로 통계를 작성하는 것.

 1차 통계에 어떠한 연산을 하여 얻은 통계로서 해석적 특성이 있음. 평균, 

산포도, 지수뿐만 아니라 경기종합지수, 국민계정 등이 포함

◦ 그러나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통계를 공급통계(보고통계)와 조사통계로 구분하

고 있음

‐ 공급통계는 에너지의 공급측면에서 공급(판매)사를 통해서 작성되므로 공급

통계라고 하며, 우리나라 에너지통계를 대표하는 에너지수급통계가 대표적

인 공급통계이자 보고통계임.

‐ 소비통계는 소비(수요)자측을 직접 방문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조사된 

통계로 에너지부문에서는 에너지총조사가 대표적인 소비통계임.

‐ 현재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되는 에너지 분야의 승인통계는 14종이며 

그중 5종이 전력분야의 통계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우리나라 에너지통계 중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에너지수급통계는 작성기관에 따

라 조사와 보고 자료가 혼합되어 있으나 보고통계로 승인됨

‐ 정부는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

호)를 통하여 에너지통계의 작성기관과 작성통계를 지정하여 에너지 수급통

계의 원활한 작성을 도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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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시된 에너지통계 작성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7개 기관임

‐ 반면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분야의 대표적인 조사통계는 1981년부터 매 3년

마다 실시하고 있는 ‘에너지총조사’임

 ‘에너지총조사’(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 전 수요부문을 대상으로 에너

지이용기기(설비) 및 용도별 에너지소비량 파악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이외에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한국에너지공단), ‘가구에너

지소비실태조사(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매년 조사되고 있음

‐ 에너지분야의 승인통계 중 가공통계는 한국전력공사에서 작성되고 있는 ‘전

력소비행태분석’이 유일함

 ‘전력소비행태분석’은 전력 수급, 조정 정책 수립 및 평가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전력 소비행태 및 추이 분석을 매년 제공

2) 통계청의 통계작성승인 에너지통계 현황

◦ 현재 통계청의 통계작성승인을 받아 작성되는 에너지통계는 총 14종으로 파악되

고 있으며, 전력분야가 가장 많음

‐ 통계작성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통계법에 따라 먼저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

(통계법 제3장 제15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을 받아야 함

‐ 그리고 통계작성기관 지정 이후에 작성하고자 하는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

승인(통계법 제4장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함.

◦ 에너지통계의 작성형태별로는 보고통계 7건, 조사통계 6건, 가공통계 1건으로 구

성되어 있음.

‐ 통계작성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2건, 에너지경제연구원 2건, 한국에너지공단 

3건, 한국전력거래소 3건, 한국전력공사 2건, 한국석유공사 2건 임.

‐ 승인통계는 아니지만 석탄(한국석탄협회), 도시가스(한국도시가스협회), 집단

에너지(한국에너지공단) 등도 자체조직을 활용하여 에너지원별 통계를 작성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국가에너지수급통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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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번호 통계명 작성기관
작성
형태

작성
주기

보고서명

339001 에너지수급통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
1년

에너지통계연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

1월 에너지통계월보

115005 에너지총조사 산업통상자원부 조사 3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115007 에너지사용량통계 산업통상자원부 보고 1년 에너지사용량통계

337003
에너지사용및온실가스

배출실태조사
한국에너지공단 조사 1년

에너지사용및온실가
스배출실태조사 

분석보고서

339002
가구에너지소비실태 

조사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1년

가구에너지상설표본
조사 보고서

388004 전력시장통계 한국전력거래소 보고 1년 전력시장통계

388003 발전설비현황 한국전력거래소 보고 1년 발전설비현황

388001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 한국전력거래소 조사 1년
상용자가발전업체 

조사

337002 전력소비행태분석 한국전력공사 가공 1년 전력소비행태분석

310002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보고 1년 한국전력통계

318002 석유제품가격통계 한국석유공사 보고 1일 석유제품가격통계

318001 석유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보고 1월 석유수급통계

337004
신재생에너지설비․연료

산업조사
한국에너지공단 조사 1년

신재생에너지산업 
현황

337001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

조사
한국에너지공단 조사 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표 2-2] 에너지관련 승인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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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IEA 에너지통계와 우리나라의 에너지통계

1) IEA 에너지통계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12일 OECD에 가입하였으며, 이어서 2001년 5월16일 

IEA(국제에너지기구)에 공식 가입되었음.

‐ IEA 가입에 따라 IEA가 주최하는 각종 회의와 협력사업에 회원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반대로 의무사항도 있음.

‐ 의무사항은 석유비축의무, 비상시 석유수요 억제 및 할당의무,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 분담금 납부의무 등임(IEP: 국제에너지프로그램협정)

‐ 따라서 IEA 가입이후 정보제공 및 보고의무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IEA에 제공되는 통계는 월별, 분기별, 연간 등 매년 약 20회의 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APEC, UN, WEC 등에도 국내 에너지통계 제공

‐ IEA: 에너지원별 연간 국가 수급통계(ACS, AGS, AES, ARS) 및 월간 가스

수급통계(MOS)

‐ APEC: 월간 가스수급통계(JODI) 및 분기별 수급 통계 제출

‐ UN, WEC: 국가 총에너지수급통계 등

2) IEA 에너지밸런스와 우리나라와의 차이점

◦ 우리나라는 IEA 가입 이후 국가에너지통계의 발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가장 기본적인 차이(문제)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와 국내에 제공하는 

통계가 다르다는 것임.

‐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통계는 세분화, 국제화되어 있으나 국내에 제공되는 

통계는 초기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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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전환부문

◦ 에너지전환에는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석유정제업, 1․2차 에너지

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업, 1․2차 에너지 및 발전소 폐열을 이용하여 

발전 및 열을 공급하는 열공급업 등 3가지가 있음.

‐ 이상 언급한 3가지 업종 외에도 제철소에서 유연탄을 코크소로 전환하는 과

정에서 발생하는 부생가스의 이용 등이 있음.

‐ 그러나 석유정제업은 다음에서 별도로 기술하며, 편의상 천연가스를 도시가

스로 공급하는 도시가스공급업도 논외로 함.

◦ 에너지전환부문에서 우리나라와 IEA의 가장 큰 차이는 제철부문에서 발생하는 부

생가스를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투입연료인 원료탄으로만 계상하는 것임.

‐ 제철소에서는 원료탄을 가지고 코크스를 생산하고, 생산된 코크스는 철을 

생산하는 로에 철광석과 같이 넣어서 가열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코크스로가스(COG)와 고로가스(BFG)가 발생하며, 선철을 강철

로 만드는 과정에서도 전로가스(LDG)가 발생

‐ 제철소에서는 이 부생가스를 회수해 연료로 사용하여 발전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에너지밸런스는 이 과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그림 2-3]  IEA 에너지전환부문 통계

                       * 주: 우리나라는 점선부분만 수급통계에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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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통계는 한국전력공사의 한국전력통계를 활용하여 작성되고 있으며, 투입연료

는 한국전력공사 및 에너지공급사의 자료를 취합

‐ 전력에서는 전기사업자외 상용자가발전량 중 한전의 구입전력에 대해서만 

통계에 계상되고 있으며, 그나마 구입전력에 대한 발전연료투입량은 반영하

지 못하고 있음.

‐ 한국전력거래소에서는 상용자가발전과 관련한 연간 자료를 매년 조사하고 

있으나 동 결과가 국가에너지수급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

‐ 또한 판매되는 전력뿐만 아니라 자가생산된 전력도 전환부문에 포함되어야 

하나 누락되어 있음.

◦ 열에너지통계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GS파워 3사의 자료를 사용하

고 있어 이외 산업단지 및 자가열생산자의 통계가 전환에서 누락

‐ 실제로 약 60개 이상의 산업단지 열생산량, 지역난방 사업자 및 자가열생산

자의 통계는 최종에너지소비에 포함되어 있어 에너지의 흐름을 왜곡

‐ 열에너지통계가 모든 사업자의 생산과 소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는 월별 

자료를 입수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임.

(2) 석유

◦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의 에너지흐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부문의 

소비량이 최종에너지소비의 산업부문에 포함되어 있음.

‐ 우리나라의 에너지밸런스는 석유화학업종의 원료용 납사 총 투입량을 석유

화학 업종의 최종소비량으로 분류하고 있어 중복 계상됨.

‐ 이는 IEA 에너지밸런스 전환부문에서 석유정제와 석유화학을 동일한 레벨로 

통계를 작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소비부문으로 분류하기 때문임.

‐ 실제로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산업에서는 납사를 원료로 사용하여 에틸렌 

등 기초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부생유와 부생가스 

의 일부가 다시 석유화학의 원료로 재공급 되는 등의 제품간 이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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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 전환부문에 사용된 석유가 최종에너지소비-산업부문의 기타에 계상되

고 있어 앞서 언급한 전환부문의 통계를 왜곡

[그림 2-4] 국내 석유수급통계 작성 체계  

자료: 한국석유공사(2016)

◦ 국제벙커링(Bunkers)의 작성기준이 IEA와 우리나라가 상이함.

‐ IEA에서는 국적이나 선박의 종류에 관계없이 외항선박에 공급되는 연료를 

계상하며, 연안해운용 선박 및 항공기용은 제외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외국국적의 선박과 항공기용 연료공급량을 모두 국제벙커링에 

포함시키고 있음.

(3) 석탄 

◦ 무연탄에 대한 부문별 소비량을 파악하지 못해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국내 무연탄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연탄은 상업용, 농사용, 가정용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모두 가정부문에 포함시키고 있음.

‐ 수입무연탄의 경우 총량을 최종에너지소비-산업-합계에 할당하고, 부문별 소

비량은 제공하지 못해서 에너지밸런스의 흐름을 이어가지 못함.

◦ 유연탄 역시 재고 및 원료탄 소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공급, 전환, 소비의 흐

름에 대한 통계의 정합성이 낮음.

‐ 국내탄을 제외한 수입탄 통계가 관세청의 통관기준으로 작성되다 보니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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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측면에서 사용되는 제품 분류와 차이가 존재함.

‐ 특히 일관제철 공정에서 사용하는 원료탄, 반무연탄, 코크스 등에 대한 공

정별(코크스로, 고로, 전로 등) 소비량 및 부생가스 발생량 등의 통계자료는 

아예 에너지밸런스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03
에너지통계 작성 체계

1_에너지수급통계

2_지역에너지통계

3_에너지총조사

4_기타 조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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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ㅣ 에너지통계 작성 체계

◦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비의 용량 확보 

보다는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등 수요관리와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중점을 둘 수밖

에 없음

◦ 여기서는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집단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수

급통계 장성체계와, 지역에너지통계, 에너지총조사 등 주요 에너지통계 작성체계

를 살펴보고자 함

1_에너지수급통계

1) 개요

◦ 에너지수급통계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급현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국가에너지통계로 가장 이용도가 높음.

‐ 1982년 발간된 에너지통계연보(초안)가 최초의 통계이며, 이후 매년 작성되

어오다가 2002년 통계청의 승인통계가 되었음.(승인번호 제339001호, 통계

작성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3)

◦ 작성목적은 에너지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에너지수요전망, 에너지효율분석 등 각종 에너지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음.

‐ 정부에서는 원활한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에너지원별로 통계작성기관을 지정

(“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

하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이를 취합 및 수급통계 작성

3) 최초에는 산업자원부가 작성기관으로 승인되었으나, 2008년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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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주기는 월 단위이며, 작성범위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집단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7개 에너지원임.

‐ 작성주기는 월 단위이며, 매년도 하반기에 전년도 에너지원별 통계가 확정되

면 이를 취합하여 연 단위의 통계작성

‐ 에너지수급통계 발간물: 에너지통계월보, 에너지통계연보

◦ 에너지수급통계의 작성내용은 크게 에너지생산 및 수출입, 1차에너지공급, 에

너지전환, 최종에너지소비이며 이를 종합한 에너지밸런스 통계 등이 있음.

‐ 생산 및 수·출입: 국내생산, 수입, 수출, 국제벙커링, 재고 등 

‐ 1차에너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전환: 발전, 지역난방, 가스제조, 자가소비

‐ 최종에너지: 석탄, 석유, 도시가스, 전력, 열, 신재생에너지 

‐ 작성부문: 산업(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11개 업종, 건설업), 수송(철도운수,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등 4개 업종), 가정, 상업 및 공공 등

[그림 3-1] 에너지수급통계 작성기관별 통계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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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수급통계의 통계작성 승인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지만 에너지경제연구

원은 에너지원별 통계작성기관에서 제공되는 통계를 취합, 분석, 관리하고 있음.

‐ 정부는 에너지수급통계의 원활한 작성을 위하여『에너지통계의 작성 등에 관

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70호)을 고시함

‐ 동 규정 제4조(작성기관)에는 에너지원별 통계작성기관과 역할(작성통계)을 

명시함

 제4조 제1항 1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에너지밸런스 및 국가에너지수급 관

련 통계를 조사․작성․관리함

 이하 제2호∼제7호: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

가스공사, 대한석탄협회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등 7개 기관이 지정되어 있음

2) 에너지원별 정의 및 통계 작성 방법

(1) 석탄

◦ 석탄은 연소시 연기의 발생 유무에 따라 무연탄과 유연탄으로 나누며, 탄화 정도

에 따라 세분화 됨.

‐ 최초의 탄화물질은 토탄이며, 그 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압력을 받아 수분

과 휘발성분이 제거되고 고정 탄소의 함량이 증가되면서 갈탄 → 아역청탄 

→ 역청탄 → 무연탄으로 변화함.

‐ 무연탄은 석탄 중 석탄화 작용이 가장 진화한 것으로 고정탄소의 함량

(85~95%)이 높고, 휘발성분은 낮아서(3~7%) 불이 잘 붙지 않음.

 착화점은 490℃로 연소온도가 높고, 연소시 연기생성이 없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석탄은 무연탄임.

‐ 유연탄으로 분류되는 갈탄, 아역청탄, 역청탄은 많은 휘발 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연소될 때 매연이 나오고 불꽃을 일으킴. 

 역청탄의 고정탄소함유량은 85~90% 이고 이보다 탄소함유량이 적으면 아

역청탄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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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연탄은 발열량이 높아서 발전용으로 사용되며, 역청탄은 제철용으로 사용

되는 환원제인 코크스의 원료임.

원  료  용 연  료  용

 ↓ 탄화도

사용용도 →
강～미점결

고로용 원료탄

무 연 탄

연 료 탄

아    탄

코크스 원료탄

코크스 원료용 (발전, 보일러 등)고로 원료용

아역청탄

고 

↑

↓

저

유연탄

무연탄

점결성 없음 점결성 없음

아탄

갈탄

이탄

--                 --

--

아역청탄

[그림 3-2] 석탄의 용도별 분류 

        자료: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 개편방안 연구”, 2006

◦ 석탄통계는 국내무연탄의 작성체계와 수입탄의 작성체계가 서로 다름.

‐ 국내무연탄은 석탄통계 작성기관인 대한석탄협회에서 무연탄 생산 → 석탄

제품 제조(연탄)에 이르기까지의 자료를 취합하고 있음.

 그러나 연탄의 최종소비와 관련된 통계는 작성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나라 

에너지수급통계에서의 연탄 소비는 모두 가정용에 포함시키고 있음.

[그림 3-3] 국내탄 공급통계 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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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방법은 부문별 에너지소비통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음.

‐ 수입탄은 수입무연탄 및 유연탄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연탄은 사용용도에 

따라 원료탄(제철용)과 연료탄(발전 및 산업용)으로 구분됨.

 수입탄의 공급량은 관세청을 통관한 HS 코드를 기준으로 한국무역협회에

서 작성된 통계를 활용하고 있음.

 다만 관세청의 HS 분류코드와 실제 소비처의 분류명이 서로 다른 경우가 

존재하여 공급과 소비 통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림 3-4] 수입탄 공급통계 작성체계 

 

[그림 3-5] 수입탄 소비통계 작성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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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유

◦ 원유의 생성은 무기물의 원료에서 무기적으로 합성된 것이라는 무기성인설과 동식

물을 원료로 해서 생성되었다고 하는 유기성인설이 있음.

‐ 원유는 탄소(84~87%)와 수소(11~14%)를 주성분으로 하고, 이외에 황·질소·

산소를 소량 함유하며 특유한 냄새가 있는 액체로서 화학적으로는 탄화수

소의 복잡한 화합물임.

‐ 원유의 성상은 생산지와 산출되는 유층에 따라 다르며 회수율도 서로 달라서 

미국석유협회(API)가 화학적 석유비중표시 방법에 따른 분류기준을 제시함.

구   분 경(輕)질류 중(中)질유 중(重)질유

API도 33도 이상 30∼33도 30도 이하

[표 3-1] API도에 의한 분류  

 API度란 원유의 비중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물(비중1)을 API 10도로 하고 

비중이 가벼워지는데 따라서 API도는 반대로 높아지게 됨.

‐  세계 석유거래의 기준이 되고 있는 Dubai, Brent, WTI 등 3개 유종은 생

산량이 많으면서 독점되어 있지 않고, 자유로운 거래로 가격형성 과정이 투

명하기 때문에 기준유종이 됨.

◦ 석유는 타 에너지와 달리 원유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제품이 생산되며, 이 과정을 

석유정제라고 함. 

‐ 정제공정의 흐름도는 크게 투입과 산출로 나눌 수 있으며, 투입(투입원료)은 

원유, 정제원료, 첨가제, 산소성분 등 석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화학물을 말함. 

‐ 산출(제품생산)은 투입된 원료가 정제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제품으로 휘발

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중질중유, 항공유, LPG, 아스팔트 등임.

‐ 투입과 산출과정의 중간에는 원유를 가열로에 보내 가열시킨 원유증기를 정

류탑이라는 분류장치로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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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류탑은 여러층으로 나뉘어 있고 층마다 온도가 다르게 유지되어 원유증기

가 식으면서 끓는 점이 높은 것부터 액화 분리됨.

 중유 → 경유 → 등유 → 가솔린의 순서로 얻어지며 마지막에 프로판, 부탄 

같은 석유가스가 남으며, 석유가스 이후 휘발 성분이 모두 빠져 나가고 남

는 것이 아스팔트임. 

‐ 석유제품은 사용용도에 따라 일부는 전환부문에 투입되어 전력과 열 같은 2

차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최종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소비할 수도 있음.

◦ 석유제품의 종류는 에너지로 사용되는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제트유, LPG 둥

이 있으며 비에너지로 사용되는 나프타, 용제, 아스팔트 등이 있음. 

‐ 휘발유(Gasoline)는 비등점 범위가 섭씨 30°~ 200℃정도의 휘발성 액체상태

의 석유유분을 말하며, 용도별로는 자동차용 휘발유, 항공기용 휘발유, 공업

용 휘발유 등 3가지로 구분함.

‐ 등유(Kerosene)는 휘발유에 비해 인화점이 높고 취급에 위험이 적어 난방

용, 농업 동력용, 기계세척용 등으로 사용됨.

‐ 경유(Diesel Oil)는 실내등유와 중유사이의 끓는점을 가진 석유 유분으로 원

래는 휘발유나 등유보다 사용용도가 적어서 가격이 낮았으나 최근에는 수송

연료, 건설기계, 내연기관 등에 사용되고 있음.

‐ 중유는 잔유에 경유유분의 일부를 혼합해서 유동하기 쉽게 한 경질중유

(B-A), 이것보다 약간 중질의 중유(B-B), 잔유 그 자체를 사용하는 중질중

유(B-C) 등이 있음.

 B-A, B-B유는 내연기관 및 산업용 연료로 사용되고, B-C유는 대량으로 사

용하는 발전·철강·선박·산업체 등의 보일러 연료로 사용됨.

‐ 제트유는 제트엔진에 사용되는 연료로 JP-4와 Type-A가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JP-4는 인화성이 높아 군용기에 이용하고 있음.

 Type-A는 인화성이 낮은 등유분으로 원료로부터의 수율은 적으나 안정성

이 높아 민간항공기 연료로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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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정제공정의 흐름도 

‐ LPG(Liquified Petroleum Gas)는 원유를 정제처리 하는 과정에서 얻어지

는 프로판과 부탄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유가스임.

 프로판은 가정부문의 취사 및 난방용으로 사용되고, 부탄은 주로 수송용 

연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산업용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음.

‐ 비에너지는 나프타, 용제, 아스팔트, 윤활유, 파라핀왁스, 석유코크, 기타 

중유 및 등유형 부생연료, 반제품 등이 있음.

‐ 나프타는 원유를 증류할 때 LPG와 등유 유분 사이에 유출되는 것으로 끓

는점이 100℃ 이하인 경질납사, 100℃ 이상인 중질납사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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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납사는 석유화학의 원료로 사용되며, 나프타분해설비(NCC: Naphtha 

Cracking Center)에 투입하여 기초석유화학 제품(에틸렌, 프로필렌, 부타

디엔,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을 생산

 중질납사는 연료제조용으로 개질시설(Reformer)을 통해 휘발유제조나 

B.T.X 생산에 사용됨.

 나프타는 연료 및 원료용으로 사용되는데, 연료용은 휘발유, 제트유 등의 

제조 원료로, 원료용은 석유화학용으로 사용됨.

◦ 석유 수급통계는 한국석유공사가 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월간 통계를 기준

으로 작성함.

‐ 석유류 통계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8조 제43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4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55조에 

근거함.

‐ 작성방법은 정유사, 석유수출입사, 석유유통업체,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의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매월 작성

[그림 3-7] 석유류 수급통계 조사주기 및 방법  

           자료: 석유류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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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통계에는 “국제벙커링”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는 외국적 선

박 및 외국적 항공기에 공급되는 연료를 통계에 산입

 IEA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적에 관계없이(내국적선 및 외국선) 선박 및 항공

기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을 포함시키고 있음

(3) 천연가스 및 도시가스

◦ 천연가스(LNG: Liquefied Natural Gas)란 천연에서 나오는 가스를 총칭하며, 천

연가스라 불리는 것은 천연의 가연성 가스로서 탄화수소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가

스를 말함.

‐ LNG(Liquefied Natural Gas)와 PNG(Pipeline Natural Gas)는 소비지까지

의 유통형태에 따른 분류로 LNG는 해상수송을 위해 액화시킨 것을 말하며, 

PNG는 소비지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말함.

‐ LNG는 천연적으로 산출된 천연가스를 -162℃까지 냉각·액화한 것으로 액화 

전에 불순물 등이 제거되기 때문에 기화된 LNG는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음.

‐ LNG는 -162℃의 비점을 가진 무색․투명한 액체로 비점이하의 저온에서는 용

기에 저장이 가능하며, 기화된 가스는 공기보다 가벼움.

 기화시 약 588배의 체적 증가

◦ 도시가스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가스 연료로 LPG, LNG 

등을 원료로 사용함. 

‐ 대부분의 공급회사가 LNG를 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나 LNG 공급망이 없는 

강원도, 경북북부 내륙지역, 경남 일부 지역, 호남 해안지역 등에는 

LPG+AIR 방식의 도시가스 공급

‐ 도시가스 공급방식은 압·중압·고압공급 등 3종류로 나누어지며, 공급설비는 

저장설비, 압송설비, 정압기, 도관 등으로 분류됨.

‐ 압송기는 용도에 따라 저압, 중압, 고압 압송기를 사용하며, 높은 가스압력

을 낮추기 위해서 정압기가 사용됨. 

‐ 정압기도 용도에 따라 고압용·중압용·저압용으로 분류되며, 공급구역 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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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요소에 설치되어 수용가가구 내에서 가장 좋은 효율로 연소하도록 압력

을 유지해 줌.

‐ 수용가에서 가스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압으로 유지해야 함.

    

[그림 3-8] 도시가스 공급방식 

◦ 천연가스 수급통계는 한국가스공사가 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가스공사의 

도입물량 및 공급량, 직수입이 가능한 대 소비처(포스코, SK, GS 등)는 한국가스

공사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협력하여 통계 작성

‐ 직도입 업체의 수급 자료는 구입단가 등 업체에서 비밀을 요하는 내용이 포

함되어 있어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 작성

◦ 도시가스 수급통계는 도시가스 통계 작성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전국 34개 회원사의 자료를 제공받아 작성하고 있음.

‐ 도시가스 통계는 매월 작성되고 있으며, 원료로 사용되는 프로판 및 LNG를 

포함 14개 산업분류, 7개 용도별로 구성됨.

‐ 14개 산업: 농림어업, 광업, 음식료, 섬유, 나무, 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

차철강, 비철금속, 수송장비, 전기전자, 기타제도,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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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용도: 가정용, 영업용을 포함한 일반용, 냉방용을 포함한 업무용, 산업

용, 열병합 발전용, 집단에너지용, 수송용

(4) 전력

◦ 전력은 수력, 원자력, 풍력, 태양광 등과 같이 1차에너지를 통해 생산되는 것과 

기존 화석연료를 전환과정을 통해 생산되는 2가지 유형이 있음.

‐ 또한 생산되는 발전연료에 따라 분류하기도 하고, 발전설비에 따라 분류하

기도 함.

 발전연료는 무연탄, 유연탄, 중유, 경유, LNG, 신재생에너지 등이 사용

 발전설비는 원자력, 수력, 기력, 복합화력, 내연력 등으로 분류됨.

‐ 원자력(Nuclear)발전은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방식으로 화력발전소

의 보일러부분이 원자로 계통으로 치환되어 포화증기를 발생하여 이증기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으로 이후 과정은 화력발전소와 유사함.

‐ 수력(Hydro)발전은 물의 낙차를 이용하여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

하는 발전방식이며, 수력의 일종인 양수(Pumping)발전은 전기수요가 낮은 

심야시간대에 양수기를 이용하여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 

올려 피크시간대에 수력과 같은 원리로 발전하는 방식

‐ 기력(Steam)은 증기 터빈을 이용하여 발전하는 일반적인 화력발전이며, 무연

탄, 유연탄, 중유, LNG 등이 사용됨.

‐ 복합화력(Combined cycle)은 천연가스나 경유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 1차

로 가스터빈을 통하여 발전하고 2차로 가스터빈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열을 

보일러를 통과시켜 증기로 발전하는 방식으로 기존 화력발전에 비해 10% 

정도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연료비가 높은 반면 건설기간이 짧고. 배출가스가 적으며, 가동시간이 짧아

서 주로 피크부하시 사용됨.

‐ 내연력(Internal combustion)은 내연기관의 원리와 같이 연소실내에서 혼합

된 공기와 연료를 고온․고압의 가스를 생산하여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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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방식

[그림 3-9] 전력 수급통계 작성 흐름도 

◦ 전력통계는 한국전력거래소가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거래소 에서 거

래되는 통계 외에는 대부분 한국전력의 통계가 주를 이루고 있음. 

‐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 에너지통계 중 가장 많은 종류의 통계를 생산하

는 분야는 전력부문임. 

‐ 전력 수급통계는 한국전력거래소, 한전 자회사, 타사 등의 발전설비, 발전실

적과 한국전력내의 도서지역 발전실적, 전력구입현황, 전력판매량 등을 매월 

속보형태로 발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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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음연도 5월경 발전, 전력설비, 구입, 판매, 경영관리 등 약 50여개

의 주요지표 등을 종합한 연보형태의 『한국전력통계』를 발간․공표하고 있음.

(5) 집단에너지

◦ 집단에너지란 1개소 이상의 검증된 에너지생산시설(열병합발전소, 열전용보일러, 

자원회수시설 등)에서 생산된 열이나 열과 전기를 지칭함.

‐ 집단에너지는 공급하는 대상에 따라 「지역냉난방」과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로 구분함.

‐ 우리나라 집단에너지사업은 허가기준 총 86개사업자 116개 사업장(2016년

말)이며, 공급기준은 73개 사업자가 103개 사업장에서 집단에너지공급

 2016년말 공급중인 지역냉난방사업은 31개 사업자 59개 사업장이며, 산업

단지집단에너지사업은 36개 사업자 38개 사업장임. 이외 지역냉난방사업과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병행하는 6개 사업자가 있음. 

◦ 집단에너지통계는 한국에너지공단(산업에너지실)이 작성기관이나 관련 통계는 1년 

단위로만 생산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수급통계의 집단에너지는 열로 표기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대상도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 서울에너지공사(구 SH공사) 등 3개 

기관에 한정되어 있음.

‐ 이는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과 위의 3개 기관을 제외한 지역냉난방사업자

의 월 통계 확보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임.

‐ 집단에너지를 제외한 나머지 에너지원들은 관련 사업법에 통계제공의무를 명

시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 에너지수급통계에서 제공하는 열에너지통계는 열생산량, 열판매량, 연료사용

량, 수열량 보상연료, 전력 생산 및 판매량 등임.

(6) 신재생에너지

◦ 신․재생에너지란 기존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

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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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

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정의) 제1호)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

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에너지

‐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

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

법 제2조(정의) 제2호)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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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해  설

태 양 열        태양에서 방사되는 복사에너지를 흡수, 저장 및 열변환 

태 양 광        태양광을 흡수하여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광전효과 이용 전기 생산

사 업 용      

자 가 용      

풍    력        바람의 힘을 회전력으로 전환시켜 전기 생산

사 업 용      

자 가 용      

수    력        물의 위치에너지와 운동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생산

사 업 용      

자 가 용      

해    양        조석, 조류, 파랑, 해수 수온 밀도차 등의 해양에 부존하는 에너지원

지    열        물, 지하수 및 지하의 열온도차를 변환하여 이용하는 에너지

수    열        지하수를 포함한 심층부의 해수가 가지고 있는 열에너지

바 이 오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

바이오가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혼합형태인 기체 중 메탄가스

매립지가스      매립된 폐기물중 유기무질이 분해되어 발생하는 가스, 메탄+이산화탄소

바이오디젤      자연에 존재하는 각종 기름성분을 에스테르공정을 거쳐 액체연료화

우 드 칩       목제품을 연료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잘게 절삭한 목재조각

성 형 탄       바이오매스를 집적화하여 압착시켜 만든 고체연료

임산연료       연료로 사용되는 흑탄, 백탄, 장작, 지엽 등

목재펠릿       목재를 압축․성형한 원통모양의 표준화된 목질계 고체바이오연료

폐 목 재       폐기처리된 폐목재를 연료로 이용

흑    액       화학펄프공장의 펄프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혼합물을 농축한 연료

하수슬러지고형연료  하수슬러지를 이용하여 건조한 고체형태의 연료

Bio-SRF       가연성 고형폐기물(폐지류, 폐목재류 등)을 사용하여 제조한 고형연료

바이오중유      메탄올 또는 메탄올을 동․식물성 유지와 반응시켜 만든 바이오연료

폐 기 물       

  
  
  

폐 가 스       

산업폐기물      산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생활폐기물      인간의 모든 생활에 사용되었으나 그 필요성을 잃어 버려진 물질

대형도시쓰레기   쓰레기의 소각열을 이용

시멘트킬른보조연료  

RDF/RPF/TDF   가연성생활폐기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으로 제조한 고형연료

SRF         가연성고형폐기물(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섬유 등)로 제조한 고형연료

정제연료유      폐유를 정제하여 제조한 연료

폐 목 재       

연료전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생산 설비

사 업 용      

자 가 용      

IGCC         석탄가스화복합발전으로 석탄을 고온․고압하에서 가스화

[표 3-2]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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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폐기물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통계는 통계청 승인통계로서 작성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신․생에너지

센터)이며, 관련법에서도 통계작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한국에너지공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등에 의거 매년 5~6월경에 신․재생

에너지관련 사업체, 기관, 협회 등을 대상으로 BPMS (Business Process 

Management System)의 방법으로 조사 및 통계 작성

‐ 그러나 신재생에너지통계도 월별 통계를 작성하지 못해서 에너지수급통계의 

월별 통계에서는 추정 값을 적용하고 있음. 

3) 에너지 밸런스

◦ 에너지밸런스는 일종의 「에너지수지표」로서 한 국가의 에너지 생산, 수출입, 전환, 

공급 및 소비하는 흐름을 나타냄.

‐ 작성 목적은 한 국가의 에너지의 흐름과 각 단계별 에너지효율을 일목요연

하게 보여주고자 함.

‐ 에너지밸런스 구조는 행과 열로 되어 있는데, 행은 에너지의 생산에서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흐름과 수지를 나타내고 열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전력 등 공급되는 에너지원을 나타냄.

‐ 에너지밸런스의 행(종축)방향은 크게 에너지생산, 추출입, 전환, 최종에너지

소비 등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항목의 세분화 정도에 따라 에너지의 흐

름에 대한 정보 파악이 가능

‐ 에너지원은 열(횡축)방향으로 표기하며, 석탄, 석유제품, 천연가스,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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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 원자력,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등 9개의 에너지원과 세부 에

너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최초(1983년)에는 40열 33행의 에너지밸런스가 작성되었으나, 행축에 있는 

가정․상업부문을 가정과 상업으로 분리하고, 종축에 있는 석유제품을 보다 

확대하여 현재는 41열 37행의 밸런스표로 구성되어 있음.

◦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밸런스는 IEA나 일본에 비해 제공되

는 항목 수(세분화)에서 큰 차이가 있음. 

‐ 행축에서는 국제기구인 IEA(93개)의 44.1%로 에너지의 흐름을 세밀하게 나타내

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875개)에 비해서는 4.7% 밖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종축은 IEA의 56.9%, 일본의 23.3%로 행축에 비해서는 다소 높으나 행과 

열을 곱한 총 정보량 측면에서는 IEA의 25.1%, 일본의 1.1%에 불과함.

국 가 행(에너지흐름) 열(에너지원) 행×열(정보량)

한 국 41 37 1,517

일 본 875 159 139,125

IEA 93 65 6,045

자료: 산업통상자원부(2015)

[표 3-3] IEA 및 일본과의 에너지밸런스 항목 수 비교

◦ 따라서 에너지밸런스 통계를 국제기준인 IEA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밸런스 작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에너지수급통계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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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지역에너지통계

1) 개요

◦ 우리나라의 지역에너지통계는 별도의 작성승인 절차 없이 국가에너지수급통계에서 

포괄적으로 작성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따라서 에너지수급통계와 동일한 승인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에너지수

급통계는 월간 단위로 작성되는 반면, 지역에너지통계는 연간 단위로 작성되

고 있음.

‐ 통계작성은 국가에너지수급통계와 비슷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수

집된 통계를 일부 재분류 및 추계하는 가공통계로 작성되고 있음.

‐ 국가에너지수급통계의 결과물인 에너지통계연보는 2017년 기준 제 36호가 

발간된 반면 지역에너지통계는 제 18호가 발간되어 지역에너지통계의 발간

역사가 짧음.4)

◦ 지역에너지통계의 작성목적은 에너지법 제7조에 명시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에너

지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17개 시도별 기초에너지통계를 제공하는데 있음.

‐ 아울러 광역 지자체의 에너지수급전망 또는 친환경 에너지사용계획 수립 등 

기초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함.

‐ 그러나 국가에너지수급통계는 OECD/IEA 가입에 따른 통계의 국제기구 제

공 의무 이행 등 국가통계로서의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반면 지역에너지통계는 수요층이 해당지자체로 한정되어 있고, 작성에 대한 

지원도 미약해서 양적, 질적인 면에서 최초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에너지통계의 작성내용은 크게 에너지 생산, 1차에너지공급, 최종에너지소비 

등 3개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 최초 발간년도가 1998년인데 비해 에너지통계연보는 1983년으로 발간년도의 차이가 있고, 지역에너지통
계는 특정연도에 연보 발간 예산 부족으로 결호가 있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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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국내 생산에너지의 17개 시도별 분류

‐ 1차에너지공급: 국가에너지수급통계의 1차에너지공급량을 17개 시도별로 분류

‐ 최종에너지소비: 국가에너지수급통계의 최종에너지소비량을 17개 시도별로 

분류

 산업 부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수송 부문: 철도, 육상, 수상, 항공 

 가정․상업 및 공공 부문: 가정, 상업, 공공, 기타

국가에너지수급통계 지역에너지통계

목 적
․ 국가에너지수급밸런스 통계 작성, 유
지, 관리

․ 17개시도별 지역에너지소비통계 작
성, 유지, 관리

작성대상

․ 에너지밸런스 통계: 37개 에너지원 
× 41개 생산소비흐름

․ 에너지원별 생산시설 및 수출입, 생
산, 판매 등

․ 매 3년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근
거한 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하여 수요
부문 에너소비량 세분화 가능(약 50
여개 수요부문)

․ 지역에너지밸런스 통계 미작성
․ 24개 에너지원 × 11개 수요부문 × 
17개시도별 에너지소비량

․ 에너지총조사의 경우 일부 소비부문
(가구, 자가용 등)은 지역통계 제공
하나 나머지부문은 미제공

작성방법

․ 에너지공급사의 통계(보고통계)를 
취합하여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작성

․ 에너지총조사는 20,000여개소의 표
본조사를 통하여 약 50여개 수요부
문별, 설비(용도)별 에너지소비량 통
계 작성

․ 국가에너지수급통계 자료에서 작성 
가능한(세분화) 부분까지 작성

․ 에너지원별로 소비부문에 대한 일관
성(예: 분류방법)이 떨어짐.

이용용도 및 
한계

․ 에너지수요전망, 온실가스저감정책,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산화탄소 배
출량 산정 등에 활용

․ 매년 세분화된 수요통계(산업세분화 
및 사용용도) 제공 미흡

․ 최소한의 통계치만 제공되고 있어 지
역에너지계획 수립 및 이용합리화 
분야 정책 수립에 한계

[표 3-4] 국가에너지통계와 지역에너지통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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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분류기준

◦ 현재의 지역별 에너지통계의 작성 방법은 국가에너지 수급통계 작성기준에 의거 작성되

고 있으며, 작성 시기는 국가통계를 확정한 이후에 하향식 방법을 통해서 작성함

‐ 국가통계의 1차 에너지소비는 지역에너지에서 지역 내 총에너지소비 개념으

로서 지역에 입지한 전환부문 에너지 시설(발전, 가스제조, 지역난방 등)에 

소비된 총량 개념의 1차 에너지소비임. 

‐ 즉, 국가에너지통계 작성시스템에 의거 각 에너지원별로 작성된 수급통계를 

한 단계 더 세분화하여 17개 시도의 각 지역별 에너지 수급통계를 작성하

는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음.

◦ 국가에너지수급통계와 지역에너지통계의 근본적인 차이는 에너지밸런스의 제공여

부와 에너지원 및 소비부문의 세분화 정도 등임.

‐ 특히 전환부문에 대한 통계도 별도로 취합되지 못하고 있음.

‐ 한편 국내 유일의 조사통계인 에너지총조사도 가구 및 자가용차량외 나머지 

부문은 지역에너지소비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작성방법에 있어서는 국가에너지수급통계 및 지역에너지통계 공히 통계작성

기관의 주어진 자료에만 의존

‐ 국가통계인 에너지수급통계에 비해 분류기준에 일관성이 없으며, 가독성면에

서도 미흡

          열(횡)축

  행(종)축

        
석 탄 석 유 LNG

도시
가스

수 력
원자
력

전 력 열
신재
생

1  국내생산

11  1차 에너지소비

17  최종에너지소비

18  산업부문

34  수송부문

39  가정상업부문

41  공공기타

[표 3-5] 지역에너지수급 밸런스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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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작성방법

◦ 작성방법은 매년 하반기에 국가에너지수급통계를 먼저 확정하고, 이후 17개 시도

별로 통계를 작성

‐ 망에너지(전력, 도시가스, 지역에너지)는 정확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하나 제

품의 이동이 가능한 석탄, 석유 등의 통계는 제품의 판매처를 기준으로 작

성하여 소비량에 대한 오차의 가능성이 높음.

‐ 부문별로는 이동하면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량, 소규모

로 거래되는 가정․상업용의 분류에 오차의 가능성이 있음.

◦ 단, 국가에너지 수급체계와 상이한 점은 국가 간에 이루어진 수출입 및 국제 벙커

링 등은 지역에너지 수급통계 작성에서는 제외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국가통계에서 작성되고 있는 전환부분의 통계는 국가전체 측면에

서 바라보는 측면이기 때문에 지역에너지통계에서는 세부내용을 제외하고 

있음. 

‐ 이는 에너지산업에서의 에너지원별 지역 간 이동 등을 정확하게 파악한 통

계를 작성한 이후에 발표해야 할 것임.

◦ 최종에너지의 부문별 소비(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는 국가통계 작성기준

과 동일하게 작성하고 있음. 

‐ 다만 현재 국가통계에서 작성되고 있는 산업부문의 제조업종별, 수송부문의 

수송수단별 등 세부 통계는 지역에너지통계에서는 아직 발표를 하고 있지 

않고 상위 부문별인 산업부문, 수송부문, 가정상업부문, 공공가타부문으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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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에너지총조사

1) 개요

◦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3항을 근거로 시행되

고 있음.

‐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지식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총조사를 할 수 있다.”

‐ 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총조사는 3년

마다 실시하되, 지식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이조사를 실

시할 수 있다.”

‐ 또한 시행 첫해인 1981년 통계청의 통계작성승인(통계청 11505호, 작성승인

일 81. 3. 5)을 받았으며, 지정통계임. 

◦ 조사목적은 수요부분의 에너지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가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 수요부문별 에너지소비량 및 소비 구조

‐ 주요 산업의 에너지소비 행태 및 에너지원단위

‐ 에너지수급, 온실가스저감, 수요관리 등의 정책개발 및 평가 자료

‐ 국가 에너지수급통계의 전환 및 소비부문 세분화를 위한 보완 자료

◦ 조사연혁은 1981년 최초 실시 이후 매3년마다 시행하여 왔으며 2017년 에너지총

조사는 제13차 조사로 가장 최근에 시행한 조사임. 

‐ 조사주관기관(통계작성승인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이고 1981년부터 2002년 

조사까지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단독 수행했으나 2005년 제9차 조사부터

는 광공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만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행함.

‐ 2005년에는 행자부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된 “국가에너지종합정보데이타

베이스구축”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시행한 광공업부문 전수조사 결과 이용

‐ 2005년 이후 2008, 2011, 2014, 2017년 조사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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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조사 결과 이용

‐ 2017년 에너지총조사는 기존 광공업부문 외에 수송부문 조사를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수행하였음.

◦ 조사방법은 자계식 및 타계식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망에너지 대해서는 공급사

조사도 병행하고 있음.

‐ 에너지총조사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조사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조사표 download 가능

‐ 조사표 분실, 보안 등의 이유로 작성된 조사표를 직접 우송하고자 하는 경

우 email, fax 등 이용 가능

‐ 망에너지(전력,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공급사를 통한 공급사조사 병행

‐ 조사업무는 시행기관 내부 투입인력의 한계, 조사의 전문성 등을 감안 외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 수행

◦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전 산업 및 가구부문, 관․자가용차량, 대형

건물이나 앞서 언급한대로 광공업부문은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

‐ 조사항목은 에너지원별 소비량, 에너지이용설비(기기)별 에너지소비량, 산업

부문의 부생에너지 이용현황 및 자가발전 현황, 수송수단, 자동차 주행거리 

및 연비, 가구의 특성, 대형건물부문의 냉난방 및 전력설비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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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부문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부문

산업
부문

 A 농업, 임업 및 어업
 B 광업
 C 제조업
 F 건설업

◦농업 및 임업
◦어업
◦석탄광업, 금속광업, 기타광업
◦음식료, 담배, 섬유, 의복, 가죽, 목재, 펄프, 

출판, 코크스, 화합물, 고무, 비금속, 1차금
속, 조립금속, 기계장비, 사무계산, 전기기
계, 영상음향, 의료정밀, 자동차, 기타운송, 
가구기타, 재생재료 제조업

◦건설업

수송
부문

 H 운수업
 * 관․자가용차량

◦육상, 수상, 철도, 항공 운수, 창고 및 운송 
관련서비스업

◦전년도 6월말기준 등록된 관․자가용차량

가구
부문

 ◦인구주택총조사를 모집단으로 한 표본가구

상업
공공
부문

 D 전기, 가스 및 수도업
 E 하수․폐기물, 원료재생, 환경복원업
 G 도매 및 소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K 금융 및 보험업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
 T 가구내고용활동 및 기타자가소비

◦수도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및 달리분류되지 않는 자가

소비생산활동

대형
건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서 규정하는 에너지

다소비업체 건물

[표 3-6]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와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부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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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총조사 조사대상부문 및 표본설계

◦ 에너지총조사는 표본조사로 시행하며,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조사부문을 

구분

‐ 조사부문은 크게 산업(농림어업, 건설업), 수송(운수업, 자가용차량), 상업 

및 공공, 가구로 나누며 부문내 세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

 대형건물은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별개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 이상인 에너지다소비업자 중 건물만을 전수조사

 다만 대형건물 에너지소비량은 상업․공공부문과의 중복 문제로 에너지총조

사 총량 집계시에는 제외시킴.

 또한 에너지총조사는 자가용차량을 별도의 부문으로 조사하므로 각 부문의 

자가용차량에 사용되는 에너지는 중복문제로 총량 집계시 제외시킴.

◦ 에너지총조사의 조사대상부문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표본설

계 역시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모집단으로 사용함.

‐ 다만 관․자가용차량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을 모집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형건물은 에너지사용신고업체 중 건물만을 전수조사함.

 관․자가용차량은 영업용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포함하고 있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동법시행령 제35

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서 명시하고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란 연료․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 toe 이상인자를 말함.

‐ 상업공공부문의 조사단위는 사업체이고 대형건물의 조사단위는 건물이므로 

각각 조사할 경우 중복되는 사업체는 대형건물에서만 조사함.

 대형사업체가 중복대상이며, 이 경우 조사내용도 유사하여 조사에 대한 민

원 발생을 줄이고 사업체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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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업종 모집단 조사방법
표본

추출방법
표본규모

산업

농․어업
농림어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표본조사
층화계통
다단추출

2,100

광업
경제총조사 전수/표본

제조업

건설업 전국사업체조사 표본조사 층화계통 3,000

소계 5,100

수송

운수업 전국사업체조사
표본조사

층화계통 6,000

관․자가용 자동차등록현황 비례할당 5,500

소계 11,500

상업
공공

도소매․음식․숙박

전국사업체조사 표본조사 층화계통

3,000

통신금융부동산서비스 2,400

공공사회기타서비스 7,000

소계 12,400

가구 일반가구 인구주택총조사 표본조사 다단추출 8,000

대형건물 대형건물
에너지사용량
신고 업체

전수조사 전수조사 997

 주: 1) 광업 및 제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별도 조사

    2) 표본규모는 2014년 에너지총조사 기준임.

[표 3-7] 부문별 모집단 및 표본추출

3) 조사 내용 및 결과 제공

◦ 에너지총조사 조사부문은 크게 농․어업, 건설업, 운수업, 관․자가용, 상업공공, 가

구, 대형건물 등 7개 분야이며 조사표는 총 12종으로 구성되어 있음.

‐ 7개 분야에 12종의 조사표로 조사하는 것은 동일한 부문이라도 업종에 따

라 조사내용이 크게 다른 경우 별도의 조사표로 구성하였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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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어업은 농․임업 조사표와 어업조사표 등 2종으로 구성됨.

‐ 농․어업은 유일하게 농어가 등의 가구와 법인 사업체가 복합적으로 존재하여 

조사항목도 가구와 사업체를 별도로 구분하였음.

‐ 농․임업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가구에 관한 사항, 사업체에 관한 사항, 경지․
시설 및 가축현황, 에너지사용량, 농기계․장비․설비의 에너지사용량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됨.

‐ 어업 조사항목은 일반현황, 가구에 관한 사항, 사업체에 관한 사항, 선박현

황, 에너지사용량, 선박에너지사용량, 건물 및 기계․장비․설비의 에너지사용량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됨.

◦ 건설업은 건설업체용조사표와 건설기계용조사표 등 2종이 있으나 부문별 조사표

에서는 1종으로 구분함.

‐ 건설업의 특성상 건설업체용 조사표는 일반현황과 건물(사무실)의 연간에너

지사용량만을 조사함.

‐ 건설업에서 건물외 에너지사용은 대부분 현장에서 소비되는 건설기계이므로 

건설기계에 대한 내용만을 별도로 나누었음.

 건설기계는 임대사업자가 장비와 연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 운수업은 가장 조사표가 많은 업종으로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창

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철도․지하철 등 5종에 이르고 있음.

‐ 운수업의 경우 조사표 종류는 많지만 실제 조사내용은 비슷해서 사업체현

황, 조직형태, 사업형태, 건물에너지소비, 운송수단별 운행현황 및 연료소비

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만 운송수단이 판이하게 차이가 있어서 조사표를 달리하고 있음.

◦ 자가용 및 관용자동차는 조사표가 1종이나 차종에 따라 조사항목을 모두 기입하

거나 아니면 특정항목만 기입하는 등의 2가지 방법이 있음.

‐ 조사항목은 차량에 관한 사항, 전년도 운행 및 연료소비 정보, 승용차의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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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운행에 관한 사항, 주 차량․보조차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인적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에서 승용차의 차량운행에 관한 사항, 주 차량․보조차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인적사항 등의 3가지 항목은 승용차 중 차량등록형태가 개인 및 리

스인 경우만 조사하고 있음.

 나머지 차량은 차량에 관한 사항, 전년도 운행 및 연료소비 정보만을 조사

하고 있음.

◦ 상업․공공부문은 조사표가 1종이며 대형건물과 조사가 겹치는 경우 상업․공공 조

사는 면제되므로 조사내용이 건물조사와 유사함.

‐ 조사항목은 일반사항, 에너지이용설비, 에너지원별 용도별 연간사용량, 용도

별 전력사용량, 신재생에너지설비 이용현황, 차량운행현황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상업․공공 부문은 산업이나 운수업부문과 달리 냉난방 및 조명 등의 에너지소비

가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에너지이용설비에서 이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있음.

◦ 대형건물도 조사표가 1종이며, 상업공공부문과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항목은 건물에 관한 사항, 냉․난방방식 및 설비 현황, 에너지절약에 관

한 사항, 월별에너지사용량, 용도별 에너지사용량, 용도별 전력사용량, 신재

생에너지설비 이용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대형건물에는 아파트 단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물에 관한 사항은 아파트

단지와 업무용을 구분하여 기입하도록 항목을 나누었음.

◦ 가구부문은 자가용차량과 비슷하게 설문형 조사표로 구성되어 있음.

‐ 조사항목은 주택에 관한 사항, 가구 및 가구활동에 관한 사항, 에너지원별 

사용량, 주요 에너지이용기기 사용현황 및 이용실태, 에너지절약․실천에 관한 

사항 등 5개 항목임.

‐ 가구조사와 대형건물조사는 타 부문과 달이 월별에너지사용량을 조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 조사결과를 추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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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조사항목 주요 조사결과 비   고

산업
부문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열설비와 에너지소비
ㆍ전력설비와 전력 소비
ㆍ폐에너지 이용현황
ㆍ자가발전 실적
ㆍ보일러 이용현황

ㆍ업종별 에너지소비구조
ㆍ설비별 에너지소비구조
ㆍ공정별 에너지소비구조
ㆍ용도별 전력소비구조
ㆍ폐에너지 이용현황
ㆍ자가발전 현황
ㆍ보일러 이용현황

ㆍ농림어업
ㆍ광업 및 제조업
ㆍ건설 사업체

수송
부문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수송수단별 보유대수
ㆍ수송수단별 주행거리
ㆍ차종별 에너지소비
ㆍ차종별 주행거리
ㆍ자가용 승용차 이용현황
ㆍ주유방법등 특성조사

ㆍ수송수단별 에너지소비구조
ㆍ수송수단별 대당 에너지소비와  주

행거리
ㆍ업종별 연료경제
ㆍ업종별 에너지원단위
ㆍ차종별 에너지사용구조
ㆍ자가용 차량의 운행특성

ㆍ운수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체
ㆍ자가용:개인,회사,관

용자가용 차량

상업
공공
부문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에너지이용 기기 현황
ㆍ용도별 에너지소비
ㆍ자가발전실적

ㆍ업종별 에너지소비구조
ㆍ용도별 소비구조
ㆍ업종별 에너지원단위
ㆍ자가발전현황 분석

ㆍ도소매․음식숙박
ㆍ금융․보험부동산
ㆍ사회․개인서비스
ㆍ통신․공공사업체

가구
부문

ㆍ주택, 가구의 일반사항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에너지 이용기기 현황

ㆍ지역별, 주택형태, 가구원수,
  난방설비별 에너지소비 구조
ㆍ용도별(난방/취사) 소비구조

ㆍ시지역
ㆍ군지역

대형
건물*

ㆍ에너지원별 소비
ㆍ냉난방설비
ㆍ전력설비

ㆍ업종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ㆍ용도별 에너지원별 소비구조
ㆍ업종별 면적당 에너지소비

ㆍ연간에너지소비 
2,000 TOE 이상  
소비 건물

 자료: 2014년도 에너지총조사 보고서, 에너지경제연구원, 2015

[표 3-8] 에너지총조사 주요 조사항목 및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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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에너지통계 수요에 비추어본 에너지총조사

◦ 에너지총조사는 일부 업종(가구부문, 자가용차량)을 제외하고는 지역에너지통계

를 제공하지 않음.

‐ 에너지총조사의 당초 목적이 우리나라 수요부문의 에너지소비구조 파악이며, 

한국표준산업을 기준으로 소비량을 추정하기 때문임.

‐ 표본설계단계에서 산업과 시도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으나 에너지총조사 의 

표본수가 작아서 특정 업종의 특정지역을 추정하기엔 무리가 있음.

◦ 또한 조사표내용에 비추어 조사결과 제공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이를 지역에너지통

계에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 그러나 지역에너지계획이나 지역 내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조사내용에

는 있지만 제공되지 않는 내용들이 필요한 경우가 많음.

‐ 또한 지역에너지계획이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에너지소비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이용기기의 보급과 관련된 통계가 필요함.

◦ 에너지총조사를 개선하여 18개시도의 에너지소비 통계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시도 

단위 이하의 통계를 제공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지역에너지계획이나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에너지기기의 보급통계 뿐만 아니

라 시군구 단위의 통계가 필요하므로 에너지총조사를 통해서 각 지역에서 

원하는 통계를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

‐ 에너지소비가 많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의 지차체는 보다 현실적이고 정책효

과가 높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별도의 에너지소비조사가 필요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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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기타 조사통계

1)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

◦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는 조사통계로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매

년 실시

‐ 승인번호: 337003, 승인일자: 2005. 4. 30, 작성주기: 1년, 조사체계: 조사

원(사업체) → 조사전문기관 → 한국에너지공단(통계작성기관)

‐ 조사목적은 ① 기후변화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 및 

온실가스감축 잠재량 분석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② 수요부문별 에너

지원별 소비구조 및 소비형태 분석 ③ 수요측면의 국가 에너지 및 온실가스 

통계자료 Database 구축임.

‐ 조사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 광업 및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이며, 종업

원기준 10인 이상 사업체는 전수조사, 10인 미만 사업체는 표본조사로 실시

하며 총 조사업체 수는 약 100,000개 사업체임.

‐ 조사항목은 종업원 규모에 따라 A타입(100인 미만)과 B타입(100)인 이상으

로 구분함.

 A타입: 일반사항, 에너지사용량, 제품현황, 설비투자 특성정보, 설비현황, 

폐기물 및 폐 에너지사용량, 조명현황 및 기술특성, 자가발전 및 열생산 현황

 B타입: 일반사항, 에너지사용량, 제품현황, 설비투자 특성정보, 설비현황, 

폐기물 및 폐 에너지사용량, 조명현황 및 기술특성, 자가발전 및 열생산 현

황, 산업공정 온실가스배출량 세부 특성 정보, 제품 연간생산량, 제품 연간

사용량, 불소화합물 연간주입량, 조사가스의 연간사용량

‐ 결과물: 에너지사용 및 온실가스배출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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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에너지사용량 통계

◦ ‘에너지사용량 통계’는 보고통계로서 연간에너지(연료・열 및 전력) 사용량이 2천

toe 이상인자는 매년 1월31일까지 에너지사용현황 등을 신고

‐ 승인번호: 115007, 승인일자: 1997. 12. 1, 작성주기: 1년, 보고체계: 보고

대상사업자 →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통상자원부(통계작성기관)

‐ 통계의 작성목적은 에너지 다소비업체의 에너지사용량, 절약동향, 에너지사

용설비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에너지이용 합

리화 업무의 기초자료 제공임.

‐ 신고내용은 ①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 및 제품생산량, ② 해당연도

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 제품생산예정량, ③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④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연도의 분기별 계획 ⑤ 

이상 4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너지관리자) 현황 등

‐ 에너지수급통계로서 활용이 가능한 내용은 에너지다소비사업의 부문별 에너

지소비량

‐ 결과물: 에너지사용량 통계(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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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ㅣ 서울시 에너지 및 연관 통계 현황 

1_제공기관별 에너지통계

1) 서울 에너지통계 공급처

◦ 서울 에너지 관련 통계 자료는 서울열린데이터 광장(온라인), 서울통계(온라인), 서

울통계연보(발간물), 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발간물),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속보」(발간물),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통계월보」(발간물), 한국석

유공사 페트로넷(온라인),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사용량 통계」(발간물)에 실림

통계 제공처
(자료 형태)

통계 자료 수*
(중복 제외 총 119개)

작성 단위

서울열린
데이터광장
(온라인)

총 13항목
시간
단위

•연간: 1~2년 전 자료
•월간: 일부 자료, 1년 전 월간 자료

가스 4 공급2, 소비2

석유제품 2 소비1, 판매1

전력 3 소비3
공간
단위

•서울시: 왼쪽내용 모두 제공 
•자치구: 일부 자료
•행정동: 일부 자료

신재생 2 보급1, 생산1

석탄 2 생산1, 소비1

서울통계
(온라인)

총 17항목

시간
단위

•연간: 2~3년 전 자료
•월간: 일부 자료, 2년 전 월간 자료

종합 1 소비1

가스 6 공급3, 시설1, 소비2

석유제품 2 소비1, 판매1

전력 4 생산1, 소비3*
공간
단위

•서울시: 왼쪽내용 모두 제공 
•자치구: 일부 자료
•행정동: 일부 자료

신재생 2 보급1, 생산1

석탄 2 생산1, 소비1

서울특별시
「서울통계

연보」
(발간물)

총 12항목

시간
단위

•연간: 2~3년 전 자료
•월간: 일부 자료, 2년 전 월간 자료

종합 1 소비1

가스 4 보급1, 공급1, 시설1, 소비1

석유제품 1 소비1

전력 3 생산1, 소비2
공간
단위

•서울시: 왼쪽내용 모두 제공 
•자치구: 일부 자료신재생 1 생산1

석탄 2 수급1, 생산1

[표 4-1] 통계 제공 기관별 서울 에너지통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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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의 시간적 분류는 연도별, 월별로 구성되고 공간적 분류는 자료에 따라 서울

시 전체 또는 자치구별, 동별로 구성됨

◦ 에너지원별 분류체계로 1차 에너지원별 자료는 석탄, 석유제품, LNG, 수력, 원자

력, 신재생으로 구성되고, 최종에너지원별 자료는 석탄, 석유제품, 천연 및 도시가

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으로 구성됨 

◦ 에너지원별 안에서도 부문별, 용도별, 산업분류별, 업종별, 생산원별, 설비별, 용량

별, 계약종별, 업체별, 제품별, 등 다양한 분류체계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음

통계 제공처
(자료 형태)

통계 자료 수*
(중복 제외 총 119개)

작성 단위

에너지경제
연구원

「지역에너지
통계」

(발간물)

총 59항목

시간
단위

•연간: 2년 전 자료
•월간: 없음

종합 17
생산1, 공급2, 소비9,
절약3, 기타2

가스 9 공급3, 소비6

공간
단위

•서울시: 왼쪽내용 모두 제공  
•자치구: 없음

석유제품 10 판매2, 소비8
전력 11 생산2, 설비3, 소비4, 기타2
신재생 5 보급2, 생산2, 소비1

석탄 6 수급1, 시설1, 소비4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

속보」
(발간물)

총 7항목 시간
단위

•연간: 2년 전
•월간: 전 자료, 3달 전 자료

전력 설비1, 생산1, 판매5 공간
단위

•서울시: 전 자료 
•자치구: 없음

한국도시
가스협회
「도시가스
통계월보」
(발간물)

총 7항목 시간
단위

•월간: 2달 전 자료

가스 7 공급2, 시설1, 소비4 공간
단위

•서울시: 전 자료 
•자치구: 없음

「페스로넷」
(온라인)

총 12항목
시간
단위

•연간: 일부 자료, 1년 전 
•월간: 일부 자료, 1달 전 자료(임시)
       1년 전 월간 자료(확정)
 * 매년 12월 확정석유 12 판매7, 소비5

공간
단위

•서울시: 전 자료
•자치구: 일부 자료

한국에너지
공단

「에너지
사용량통계」

(발간물)

총 19항목 시간
단위

•연간: 1~2년 전 자료
•월간: 없음 종합 13 소비5, 절약5, 기타3

공간
단위

•서울시: 왼쪽내용 모두 제공 
•자치구: 없음

석유 4 소비4

전력 2 설비2

* 숫자는 해당 부문 통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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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산업, 수송, 가정·상업, 공공·기타

‐ (전력 부문별: 산업, 수송, 가정, 상업, 기타)

‐ 용도별(도시가스): 가정용(취사, 개별난방, 중앙난방), 일반용, 업무용, 산업

용, 열병합, 집단에너지, 수송용

‐ 산업분류별(전력): 가정용, 서비스, 생산

‐ 업종별: 음식 담배, 섬유 의복, 목재 나무, 펄프 인쇄, 석유 화학, 비금속, 

1차금속, 비철금속, 조립금속, 기타에너지, 기타

◦ 에너지원별 외에 중위 분류체계로 에너지수급, 생산, 공급, 시설, 판매, 소비, 절약

으로 구분할 수 있음

(1)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은 온라인 공공데이터 서비스 통합 창구로 공공데이터의 존재 

여부 및 소재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검색을 통해 원천 데이터의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Open API 서비스를 제공함

◦ 보건, 일반행정, 문화·관광, 산업·경제, 복지, 환경, 교통, 도시관리, 교육, 안전, 

인구·가구, 주택·건설 등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에너지 관련 통계는 산업·경제 카테

고리에 포함되어 있음

◦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에너지 관련 자료는 주로 가스, 석유제품, 전력, 석탄의 공

급, 판매, 소비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보급과 생산 자료가 

제공됨

◦ 제공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연간 자료이고 일부 자료는 월간 자료로 제공되며 

연간 자료의 경우 전년도 자료로 다른 통계 제공 기관에 비해 가장 최신 자료를 

제공함. 최근 2년 전 자료로 업데이트 되어 있는 에너지 관련 자료는 총 13건이 

올라와 있음

◦ 자료의 공간 단위는 서울시 전체이고, 일부 자료는 자치구 또는 행정동 자료로 제

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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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가스 공급 도시가스 보급률 O O O 　

가스 공급 용도별 도시가스 공급량 O O O 　

가스 소비 용도별 도시가스 이용현황** O 　 O O

가스 소비 용도별 도시가스 사용량 O 　 O O

석유 소비 석유류 제품별 소비량_배럴 O O O O

석유 판매 석유판매소 현황 O 　 O O

전력 소비 전력사용량_용도별 O O O O

전력 소비 전력사용량_계약종별 O O O O

전력 소비 전력사용량_제조업 중분류별 O O O O

신재생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O 　 O 　

신재생 생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O O

석탄 생산 연탄 생산량 O O 　 　

석탄 소비 석탄 사용량 O 　 O 　

* 연간: 1년 전 or 2년 전 자료 / 월간: 1년 전 월간 자료 
** 행정동 자료도 제공

[표 4-2] 서울열린데이터광장의 서울 에너지통계 목록 

(2) 서울통계 온라인 DB

◦ 서울통계는 서울특별시에서 제공하는 서울 관련 통계 자료 제공 온라인 사이트로 

한눈에 보는 서울, 통계DB, 통계간행물, 통계지도 등을 제공함

◦ 통계 DB의 주제별 카테고리는 인구, 가구, 산업, 경제, 보건, 복지, 교육, 문화관

광, 교통, 환경, 주택·건설, 안전, 정보·통신, 행정일반, 서울통계연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관련 자료는 ‘산업’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음

◦ 서울통계에서 제공하는 에너지 관련 자료는 가스, 석유, 전력, 신재생, 석탄의 보

급, 공급, 생산, 판매, 시설, 소비 등에 관한 사항이며 총 17개 자료가 제공됨 

◦ 이 중 13개 자료는 열린데이터광장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자료임. 열린데이터광

장에 비해 제공하는 자료는 더 많으나 대부분 2년 전 또는 3년 전 자료로 자료 

업데이트가 느린 편임 

◦ 자료의 공간 단위는 서울시 전체이고, 일부 자료는 자치구 또는 행정동 자료로 제

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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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종합 소비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량 O 　 O 　

가스 시설 고압가스 시설 현황 O 　 O O

가스 공급 도시가스 보급률 O O O 　

가스 공급 가스 공급량 O O O 　

가스 공급 용도별 도시가스 공급량 O O O 　

가스 소비 용도별 도시가스 이용현황 O 　 O O

가스 소비 용도별 도시가스 사용량** O 　 O O

석유 소비 석유류 제품별 소비량_배럴 O O O O

석유 판매 석유판매소 현황 O 　 O O

전력 생산 발전현황 O 　 O 　

전력 소비 전력사용량_용도별*** O O O O

전력 소비 전력사용량_계약종별*** O O O O

전력 소비 전력사용량_제조업 중분류별*** O O O O

신재생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O 　 O 　

신재생 생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O 　 O 　

석탄 생산 연탄 생산량 O O 　 　

석탄 소비 석탄 사용량 O 　 O 　

* 연간: 2년 전 or 3년 전 자료 / 월간: 2년 전 월간 자료 
** 행정동 자료도 제공
*** 전력 소비 월간자료: 전 년도 9월 (2018년 7월 기준)

[표 4-3] 서울통계 온라인 DB의 서울 에너지통계 목록 

(3) 서울통계연보

◦ 서울통계연보는 서울특별시에서 서울의 토지, 인구,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기본적인 통계 자료를 편집 수록한 발간물임 

◦ 통계연보 주제는 총 16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에너지 관련 자료는 ‘광업·제조

업 및 에너지’와 ‘전기·가스·수도’에 수록되어 있음

◦ 가스, 석유제품, 전력, 신재생에너지, 석탄에 관한 12개의 자료는 열린데이터광장

과 온라인 서울통계에서 제공하는 자료와 같은 자료이나 수록연도가 당해연도 기

준 2년 전 또는 3년 전임 

◦ 자료의 공간 단위는 서울시 전체이고, 일부 자료는 자치구 자료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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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종합 소비 1인당 최종에너지소비량 O 　 O 　

가스 공급 가스 공급량 O O O 　

가스 소비 도시가스 이용현황 O 　 O O

가스 보급 도시가스 보급률 O O O 　

가스 시설 고압가스 시설 현황 O 　 O O

전력 생산 발전현황 O 　 O 　

전력 소비 용도별 전력사용량 O O O 　

전력 소비 제조업 중분류별 전력사용량 O O O 　

석유 소비 석유류 소비량 O 　 O O

석탄 수급 석탄 수급 O 　 O 　

연탄 생산 연탄생산 O O 　 　

신재생 생산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 O 　 O 　

* 연간: 2년 전 or 3년 전 자료 / 월간: 2년 전 월간 자료 

[표 4-4] 서울통계연보의 서울 에너지통계 목록 

(4) 지역에너지통계연보

◦ 「지역에너지통계연보」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발간물로 에너지법 제 7

조에 명시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등에 

필요한 17개 시·도별 기초 에너지통계를 제공함

◦ 광역자치단체의 에너지 수급 전망, 에너지 안정적 공급 대책, 친환경 에너지사용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통계 자료를 제공함

◦ 에너지원별 종합 통계를 비롯하여 가스, 석유제품, 전력, 신재생에너지, 석탄 등 

총 59개의 서울지역 에너지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 작성 시간 단위는 연간으로 당해년도 기준 2년 전 자료를 제공하고, 공간 단위는 

서울시 전체임

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종합 기타 주요 에너지 지표 O O
종합 생산 1차에너지 생산 O O
종합 공급 1차에너지 원별 공급 O O
종합 공급 1차에너지공급 O O
종합 소비 최종에너지소비 O O

[표 4-5] 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 서울 에너지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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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종합 소비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O O
종합 소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O O
종합 소비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O O
종합 소비 수송부문 에너지소비 O O
종합 소비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 O O
종합 소비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 O O
종합 소비 에너지다소비업체 O O
종합 소비 에너지다소비업체 에너지소비 O O
종합 절약 업종별 에너지 절약 O O
종합 절약 관리대상 대형건물 에너지사용량 및  절약 실적 O O
종합 절약 연도별 에너지절약 추이(최근 5년간)_지역별 O O
종합 기타 보일러 보유 현황 O O
가스 공급 천연가스(LNG) 공급 O O
가스 공급 발전용 천연가스(LNG) 공급 O O
가스 공급 가스제조용천연가스(LNG)공급 O O
가스 소비 도시가스 소비 O O
가스 소비 (최종에너지)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O O
가스 소비 가정용 도시가스 소비 O O
가스 소비 상업용 도시가스 소비 O O
가스 소비 산업용 도시가스 소비 O O
가스 소비 공공 및 기타용 도시가스 소비 O O
석유 소비 (최종에너지) 석유제품 소비_천 toe O O
석유 소비 (최종에너지)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_천  toe O O
석유 소비 석유 제품별 소비_천배럴 O O
석유 소비 부문별 석유 소비 O O
석유 소비 제조업 업종별 석유 소비 O O
석유 소비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_원/ℓ O O
석유 소비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원/kg O O
석유 소비 1인당 석유소비량 O O
석유 판매 주유소 현황 O O
석유 판매 충전소 현황 O O
전력 생산 발전현황 O O
전력 생산 수력 발전량 O O
전력 설비 발전설비 용량 O O
전력 설비 변전소 설비 O O
전력 설비 배전 설비 O O
전력 소비 지역별 전력 소비 O O
전력 소비 (최종에너지)부문별전력소비_천toe O O
전력 소비 부문별 전력 소비 O O
전력 소비 1인당 전력소비량 O O
전력 기타 전력 수용가수 O O
전력 기타 전력자립도(생산/소비) O O

신재생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발전-신규, 누적) O O
신재생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발전외-신규, 누적)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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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력통계속보

◦ 「전력통계속보」는 전력생산 및 공급에 관한 주요 실적을 대내외에 신속히 제공하

기 위하여 매월 발행하는 통계자료임

◦ 서울지역에 관련한 통계 자료는 7개로 전력 설비, 생산, 판매에 관한 자료임

◦ 월간 자료 작성을 기본으로 하며, 일부 자료는 연 단위로 제공함. 자료 공간 단위

는 서울시 전체로 작성됨 

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전력 설비 행정구역별 발전설비 용량 O O

전력 생산 행정구역별 발전량 O O

전력 판매 행정구역별 판매량 O O O

전력 판매 행정구역별 수용호수 O O O

전력 판매 행정구역별 판매수입 O O O

전력 판매 행정구역별 계약종별 판매량 O O

전력 판매 산업분류별 행정구역별 판매량 O O

* 연간: 전 전년 자료 / 월간: 3개월 전 자료

[표 4-6] 전력통계속보의 에너지통계 목록 

(6) 도시가스통계월보

◦ 「도시가스통계월보」는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통계자료로 도시가스 수

요가수 및 공급 현황 수집을 위해 작성 되고 있으며 회원사 및 유관기관에서 활용함

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신재생 생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_고유단위 O O
신재생 생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O O
신재생 생산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O O
신재생 소비 부문별 열에너지소비 O O
석탄 수급 무연탄(분탄) 수급 O O
석탄 시설 연탄공장 현황 O O
석탄 소비 (최종에너지) 석탄소비 O O
석탄 소비 (최종에너지) 부문별 석탄소비 O O
석탄 소비 무연탄 소비 O O
석탄 소비 민수용 무연탄 소비 O O

* 연간: 2년 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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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역 관련 통계 자료는 7개로 도시가스 공급과 소비, 시설에 관련한 자료임

◦ 작성 시간단위는 월간이고, 공간단위는 광역단위로 서울시 전체 자료만 제공됨

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가스 공급 회사별 공급량 O O

가스 공급 가정용  공급량 O O

가스 소비 용도별 수요가수 O O

가스 소비 회사별 수요가수 O O

가스 소비 가정용 수요가수 O O

가스 소비 수요가당 평균  사용량 O O

가스 시설 배관현황 및 정압기 O O

* 월간: 2달 전 자료 

[표 4-7] 도시가스통계월보의 서울 에너지통계 목록 

(7) 페트로넷

◦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페트로넷」은 국내외 석유정보 온라인 DB임

◦ 서울지역 관련 통계 자료는 12개로 소비와 판매에 관련한 자료이며 석유 가격 정

보를 주로 제공함

◦ 년간 자료와 월간자료를 기본으로 제공하며 주간으로 제공하는 자료도 있음

◦ 자료 공간단위는 광역 단위로 작성되며 자치구 단위로 제공되는 자료도 있음  

(8) 에너지사용량통계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에너지사용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 해당 연도의 분기별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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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
간

월
간

주
간

서울시 자치구

석유 소비 석유 지역별 소비 O O O

석유 소비 석유 제품별 지역별 소비 O O O O

석유 소비 석유 지역별 산업별 소비 O O O

석유 소비 석유 시군구 산업별 소비 O O O O

석유 소비 석유 시군구별 제품별 산업별 소비 O O O O

석유 판매 주유소 현황_지역별, 정유사별 O O

석유 판매 대리점 현황_지역별, 정유사별 O O

석유 판매 지역별 주유소 가격 O O O O

석유 판매 충전소 현황_지역별, 정유사별 O O

석유 판매 (LPG) 지역별 충전소 가격 O O O O

석유 판매 (LPG) 지역별 판매소 가격 O O O O

석유 판매 (LPG) 지역별 집단공급사업자 판매 가격 O O O O

* 연간: 1년 전 / 월간: 1달 전 자료(주유소 현황은 2년 전 월간 자료) / 주간: 1주 전 자료

[표 4-8] 페트로넷의 서울 에너지통계 목록 

‐ 전년도의 분기별 에너지이용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분기별 계획

◦ 「에너지사용량통계」에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에너지다소비업체, 연간 2,000toe 

이상 에너지사용업체)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현황 등 통계 

자료를 수록함

◦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에너지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사용설비현황, 건물현

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이용합리화업무의 기

초자료로써 활용토록 지원함

◦ 매년 6월 국가통계포털(KOSIS) 및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며, 작

성 주기는 1년임

◦ 서울지역 관련 에너지통계 자료는 총 19개로 에너지원별 종합자료와 석유, 전력 

통계가 수록됨

◦ 통계 작성 시간단위는 연간이고 1년 전 또는 2년 전 자료를 제공하며, 공간단위는 

서울시 전체로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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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분류 자료명 연간 월간 서울시 자치구

종합 소비
지역별 에너지원별 소비실적_전부
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수송부문 

O O

종합 소비 지역별 업종별 소비실적_전부문 O O

종합 소비 지역별 업종별 소비실적_산업부문 O O

종합 소비 지역별 업종별 소비실적_건물부문 O O

종합 소비 지역별 업종별 소비실적_수송부문 O O

종합 절약 업종별 지역별 절약실적_전부문 O O

종합 절약 업종별 지역별 절약실적_산업부문 O O

종합 절약 업종별 지역별 절약실적_건물부문 O O

종합 절약 설비별 지역별 절약실적_산업부문 O O

종합 절약 요인별 지역별 절약실적 O O

종합 기타
보일러 지역별 용량별 현황_산업부
문, 건물부문

O O

종합 기타
지역별 설비별 에너지사용 현황_보
일러_산업부문, 건물부문

O O

종합 기타
지역별 설비별 에너지사용 현황_로_
산업부문

O O

석유제품 소비 석유제품소비_toe O O

석유제품 소비 산업부문 석유제품소비_toe O O

석유제품 소비 건물부문 석유제품소비_toe O O

석유제품 소비 수송부문 석유제품소비_toe O O

전력 설비
지역별 발전설비 현황_전부문, 산업
부문, 건물부문

O O

전력 설비
지역별 수배전용변압기 현황_전부
문, 산업부문, 건물부문

O O

* 연간: 전 전년 자료 

[표 4-9] 에너지사용량통계의 서울 에너지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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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에너지원별 통계

◦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에너지통계에 수록된 정보 중에서 각 에너지원 

별 서울시 통계와 관련된 자료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에너지원 분류 자료

종합
통계

생산 1차 에너지 생산

공급 1차에너지공급, 1차에너지 원별 공급

소비

에너지원별 에너지사용량, 최종에너지소비, 최종에너지 원별 소비, 

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산업부문 에너지소비,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 지역별 에너지원별 부문별 소비

실적, 지역별 업종별 부문별 소비실적, 에너지다소비업체, 에너지

다소비업체 에너지소비

절약

업종별 에너지 절약, 업종별 지역별 부문별 절약실적, 요인별 지

역별 절약실적, 관리대상 대형건물 에너지사용량 및 절약 실적, 

연도별 지역별 에너지절약 추이

기타
보일러 보유 현황, 보일러 지역별 용량별 현황(산업부문, 건물부

문), 지역별 설비별 에너지사용 현황(산업부문, 건물부문)

천연 및 
도시가스

공급

천연가스(LNG) 공급, 발전용 천연가스(LNG) 공급, 가스제조용 천

연가스(LNG)공급, 도시가스 보급률, 가스 공급량, 용도별 도시

가스 공급량. 회사별 공급량(열량단위, 부피단위), 공급량 누

계(열량단위, 부피단위), 가정용 공급량(열량단위, 부피단위), 

가정용 공급량 누계(열량단위, 부피단위)

시설
고압가스 시설 현황

배관현황 및 정압기

소비

도시가스 소비, 부문별 도시가스 소비, 최종에너지 부문별 도시가

스 소비, 용도별 수요가수, 회사별 수요가수, 가정용 수요가수, 수

요가당 평균 사용량(열량단위, 부피단위), 용도별 도시가스 이용현

황, 용도별 도시가스 사용량

전력

생산 발전현황, 수력 발전량

설비

지역별 발전설비 부문별 현황, 발전설비 용량, 변전소 설비, 지역

별 수배전용변압기 부문별 현황, 배전 설비, 행정구역별 발전설비 

용량

[표 4-10] 에너지원별 통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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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원 분류 자료

전력
소비

지역별 전력 소비, 부문별 전력 소비, (최종에너지)부문별 전력소

비, 1인당 전력소비량, 전력사용량(용도별, 계약종별, 제조업 중분

류별)

기타 전력 수용가수, 전력자립도(생산/소비)

석유제품

판매

석유판매소 현황

지역별·정유사별 대리점 현황, 지역별·정유사별 충전소 현황, 주유

소 현황, 지역별·정유사별 주유소 현황, 지역별 주유소 가격, 

(LPG) 지역별 충전소 가격, (LPG) 지역별 판매소 가격, (LPG) 지

역별 집단공급사업자 판매 가격, 주유소 제품별 평균 판매 가격

소비

(최종에너지) 석유제품 소비, (최종에너지) 부문별 석유제품 

소비, 석유 제품별 소비, 부문별 석유 소비, 제조업 업종별 

석유 소비, 부문별 석유제품소비, 석유제품 소비자 가격, 1

인당 석유소비량, 석유 제품별 지역별 소비, 석유 시군구 산업

별 소비, 석유 시군구별 제품별 산업별 소비, 석유류 제품별 소비

량, 석유 지역별 소비, 석유지역별 산업별 소비

석탄

수급 무연탄(분탄) 수급

생산 연탄 생산량

시설 연탄공장 현황

소비
(최종에너지) 석탄소비, (최종에너지) 부문별 석탄소비, 무연탄 소

비, 민수용 무연탄 소비, 석탄 사용량

신재생

보급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발전-신규, 누적), 

신재생에너지 보급용량(발전외-신규, 누적)

생산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소비 부문별 열에너지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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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에너지 연관 통계

1) 에너지관련 주요 통계

◦ 에너지통계연보와 에너지통계월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 등 주요 통계 발간물에서 

제공하는 국내 경제·사회 지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자료명
발간물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통계월보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인구 및 가구 O
국내총생산 O O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O
지역내 총생산(시장가격) O
국민총소득 O
1인당 명목 GNI O
GDP 디플레이터 O
총저축 O
총투자 O
경제성장률 O
총 사업체 및 종사자 수 O
산업생산지수 O
광공업생산지수(총지수, 제조업) O
가동률 지수 O
투자활동지표 O
설비투자 O
건설투자 O
농업용 기구 및 기계 보유 O
물가지수(생산자, 소비자) O O
생산자 물가지수 O
특수 분류별 생산자 물가지수 O
주요 에너지제품별 생산자 물가지수 O
전도시 소비자 물가지수 O
민간소비 O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O
도시가계 가구수지 O
수송시설 및 설비 O
수송 실적 O
도로연장 O
자동차 등록 O O
업종별 보일러 보유 현황 O
용량별 보일러 보유 현황 O

[표 4-11] 통계발간물 수록 에너지소비연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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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통계연보와 에너지통계월보는 국가 에너지통계 자료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총생산을 비롯하여 국민총소득, 산업생산지수, 총저축, 총투자 등 국가 경제 전반

에 관한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에너지통계연보는 광역지자체 에너지통계 자료를 제공하며 지역 경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내총생산, 총사업제 및 종사자 수, 자동차 등록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 에너지통계 발간물에서 제공하는 경제·사회 지표들은 주로 국가 단위 산업부

문의 총에너지소비 요인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나 지역 단위의 산업 및  가정·상업, 

수송, 공공·기타 등 각 부문의 에너지소비 요인을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함 

◦ 가정·상업 부문과 수송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많은 서울의 에너지소비 요인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기상 자료와 지역의 경제와 사회변화를 알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해

야 함

2) 기상 요소

◦ 한국과 같이 4계절 구분이 뚜렷한 경우, 냉방용 및 난방용 에너지 수요가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특히 서울은 냉난방 수요가 큰 가정·상업 부문의 에너지소비가 5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임 

◦ 특히 동절기 에너지소비가 연간 에너지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난방용 에

너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서울 난방 수요 확인 필요)

‐ 1990년대부터 가정·상업부문 계절별 에너지소비 비중을 살펴보면, 1월과 12

월의 에너지소비 비중은 25~30%를 차지하고, 7월과 8월은 7~10%를 차지함 

◦ 1990년대까지는 경제성장률과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대체적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과거에 비해 에너지소비 변화에 소득이나 가격과 같

은 경제변수보다 기온변수의 영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에너지소비에 대한 기온

변화의 영향 분석,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5년 총에너지소비는 전년보다 5,406천 TOE 증가하였고 그 가운데 64.5%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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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었고, 2010년의 경우에도 기온변화가 총에너

지소비 변화의 32.6%를 설명하는 것으로 추정됨

‐ 시간대별 전력수요 분석에서도 기온에 대한 반응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

◦ 혹서나 혹한 등 극한 기후 발생이 잦아지면서 여름철·겨울철 냉난방 에너지소비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5년 동절기 이상한파의 영향으로 난방도일이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

고, 가정·상업부문과 공공·기타 부문의 전년대비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각각 

5.9%와 13.2%로 높게 나타남

‐ 2011년 9월에 갑자기 기온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전이 발생함 

◦ 예상치 못한 극한 기후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 에너지공급부족에 따라 

정전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1) 기상 부문 에너지소비 연관 자료

◦ 기상부문에서 에너지소비와 관련한 기상 자료에는 기온, 습도, 냉방도일, 난방도

일이 있음

‐ 기온과 습도는 냉난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

◦ 특히 이상기온 현상이 잦아지면서 여름철의 폭염일수와 열대야일수, 겨울철의 서리

일수와 혹한일수 등은 냉난방 에너지소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폭염일수: 연간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일수: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 서리일수: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날

‐ 혹한일수: 일 최저기온이 –10℃ 미만인 날

◦ 난방도일 값이 크다는 것은 기후가 춥다는 것과 난방을 위해 연료비가 많이 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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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의미하며, 냉방도일 값이 크다는 것은 기후가 덥고 냉방을 위해 에너지가 많

이 소모된다는 것을 의미함

‐ 본 통계 자료에서 냉방도일은 일별 평균기온이 24℃ 이상인 날에 대한 24℃

와의 차이의 합, 난방도일은 일별 평균기온이 18℃ 이하인 날에 대한 18℃

와의 차이의 합으로 정의하여 적용함

자료 주기 최근구득일시 구분기준 지역구분 단위

기온
연간
월간

2017. 12. 31
연 평균기온
월 평균기온

서울시 
전체

°C

상대습도
연간
월간

2017. 12. 31
연평균 대기의 수증기량
월평균 대기의 수증기량

서울시 
전체

%

일사량
연간
월간

2017. 12. 31
태양자원시계열도 자료에서 부
분 발췌

서울시 
전체

MJ/㎡

냉방도일 연간 2017. 12. 31
연중 기온이 24℃ 이상의 일평균
기온을 기록한 날의 온도에서 2
4℃를 빼서 적산시킨 값

서울시 
전체

°C.day

난방도일 연간 2017. 12. 31
연중 기온이 18℃ 이하의 일평균
기온을 기록한 날의 온도를 18℃
에서 빼서 적산시킨 값

서울시 
전체

°C.day

[표 4-12] 기상 부문 에너지소비 연관 자료

(2) 기상 조건이 에너지소비에 미치는 영향

◦ [그림 4-1]을 보면 계절변화와 함께 난방도일과 냉방도일 변화에 따른 전력 소비

량도 함께 변화함

‐ 냉방도일 도는 난방도일이 높을수록 상업용 전력 소비량이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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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전기소비량과 냉난방도일 

[그림 4-2] 도시가스소비량과 냉․난방도일

◦ 서울시 전력소비량과 난방도일의 상관계수제곱값(결정계수)은 0.62로 높으며, 냉

방도일의 경우 0.53으로 나타남(부록 3-1 참조)

◦ 도시가스 소비량과 난방도일 간의 결정계수는 0.87로 매우 높으며, 업무용도시가

스 소비량과 냉방도일간의 결정계수도 0.63으로 높은 편임(부록 3-7 참조)

◦ [그림 4-2]와 같이 상업용도시가스 소비량은 여름철에도 소폭 증가함. 이는 일부 

건물에서 도시가스를 이용하여 냉방설비를 가동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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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사회 요소

(1) 경제·사회 부문 에너지소비 연관 자료

◦ 경제 관련 지표 중 GRDP는 시ㆍ도 단위별 생산, 소비, 물가 등 기초통계를 바탕

으로 추계한 해당지역의 부가가치로서 시ㆍ도 단위의 종합경제지표지만 공표까지 

2년이 소요되어 최근 자료 획득이 불가능

‐ 연간자료로 매년 12월 말 전년도 잠정자료를 발표하고, 국세·지방세 등 기

초통계자료를 보완하여 익년 6월말 확정하여 최근 1~2년 내의 경제 상황 

파악에는 어려움

◦ 대형소매점경사지수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

스업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한 자료로 두 달 

전 자료가 월별로 작성되며 GRDP와 상관관계가 높아 GRDP를 대체하여 최신 경

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음

‐ 백화점: 단일 경영체제하에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이고, 주된 취급품목 없

이 다수의 매장으로 구획된 판매시설을 갖추고 의류, 가구, 귀금속, 식료품 

등 각종 상품을 종합적으로 소매하는 점포 

‐ 대형마트: 대형매장(백화점 제외)을 갖추고 식료품, 의류 등 각종 유형의 상

품을 판매하는 종합소매점[매장면적 3,000㎡ 이상, 47119(기타 대형 종합소

매업)] 

* 경상지수: 월별로 조사한 대표업종별 매출액을 대표업종별 기준액(기준년

도의 월평균 매출액)으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포함) -> 산업의 

구조변화 등을 파악하는데 이용 

* 불변지수: 경상지수를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작성한 지수(가격변동분 제거) 

-> 전년동월비, 전년동분기비 등 업종의 실질 성장을 분석하는데 이용 (디플

레이터: 2010년기준 생산자물가지수 및 소비자물가지수) 

◦ 이 외에도 행정구역 시도별 1인당 지역내총생산, 지역총소득, 개인소득 등의 소득

과 주택, 수도, 전기 및 연료 등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도 경제

부문의 에너지소비 연관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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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수준과 냉난방 기기 사용 관계 등을 분석해 볼 수 있음

자료 주기
최근

구득일시
구분기준 단위 비고

GRDP 년간 2016년
서울시전체, 

1인당 
GRDP

백만원

[GRDP와 대형소매점경상지수 
상관관계]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

년간, 
월간

2018년 
5월

경상지수와 
불변지수 중 
경상지수 

활용

2015년 
기준

소득 년간 2016년

1인당 지역 
총소득·

개인소득·
민간소비

천원

소비자
물가
지수

년간,
월간

2018년 
6월

지출목적별
2015년 
기준

생활
물가
지수

년간,
월간

2018년 
6월

품목별
2015년 
기준

[표 4-13] 경제 부문 에너지소비 연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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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 부문 에너지소비 영향

◦ GRDP와 연간 전기소비량의 상관성을 분석 결과 특히 전기사용량이 많은 상업부

문 소비 양상과 GRDP가 유사하게 도출됨

[그림 4-3] 전기소비량과 GRDP 상관관계

◦ GRDP로는 최근 종합경기추세와 전기소비량 관 관계를 살펴볼 수 없어 GRDP와 

증감 추세가 매우 유사하고 상관성이 높은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와 전기소비량을 

비교하면 [그림 4-4]와 같이 월간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보다 연간 대형소매점판

매액지수와의 상관성이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4-4] 기간별 전기소비량과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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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관련 에너지소비 연관 자료로는 인구, 건물, 수송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자료 주기 구분기준 최근 구득일시

인구

인구
년간
분기

주민등록상 서울시 인구수
(마지막 분기는 자치구별)

2017년 3사분기

세대수
년간
분기

서울시 세대수
(마지막 분기는 자치구별)

2017년 3사분기

취약계층 년간

장애인, 60세 이상 장애인, 일반수급자, 65세 
이상 일반수급자, 독거노인, 일반수급자 

독거노인
(마지막 해는 자치구별)

2016년

건물

건축물 
과세면적

년간 서울시 과세대장 자치구별 용도별 건축물 2010-2016년

건축물 
준공연도

년도 서울시 과세대장 주택 유형별 준공연도 2016년

수송

자동차 
등록수

년간
월간

서울시 자동차(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록현황 
(마지막 월은 자치구별)

2018년 5월

자동차 1일 
평균 

주행거리
년간

자동차검사 시 계기판 주행거리 정보를 통해 
작성되며, 최종검사 주행거리에서 이전검사 

주행거리를 뺀 거리로 계산 
(마지막 월은 자치구별)

2017년

천연가스 
버스 현황

년간
서울시 관할 버스업체에서 도입ㆍ운행하고 

있는 천연가스버스 현황
2017년

[표 4-14] 사회 부문 에너지소비 연관 자료

◦ 서울시의 과세대장을 기초로 건물용도별 연면적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특히 가정 ․ 상업부문이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됨

[그림 4-5] 용도별 건물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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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건물연면적과 세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면 아래 

그래프와 같이 0.974로 매우 높은 상관도를 나타냄

◦ 건물연면적은 건물에너지소비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2012년 서울

시의 부문별 에너지소비량은 가정․상업부문5)이 가장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상관성 

높은 변수로 적용함

[그림 4-6] 건물연면적과 세대수 상관관계

◦ 월별로 발표되는 국제유가와 자동차등록대수를 비교해보면 서울시의 자동차 등록

대수는 매년 증가하지만 2004년을 기점으로 증가폭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며 

국제유가는 서울의 석유 소비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

[그림 4-7] 자동차등록대수와 국제유가 현황 

5) 2012년 현재 가정과 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량(최종에너지 기준)은 전체의 88%를 차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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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_서울시 관련 기존 에너지통계의 한계

1) 통계의 지연

◦ 지방자치단체별 에너지통계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계는 지역에너지통계연보가 

유일

◦ 지역에너지통계연보는 빨라야 2년 전 자료임

2) 통계 주기의 장기성

◦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통계는 연간 소비량으로 제공됨에 따라 계절변화를 반영하

지 못함

◦ 계절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서 에너지 냉방수요 또는 난방수요에 관한 증가 감

소를 나타내주지 못함

3) 통계 범위의 광역성

◦ 자치구단위의 에너지통계를 제공하지 않아 자치구 에너지 정책 수립과 추진에 활

용할 수 없음

4) 연관 통계의 부재

◦ 에너지소비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에 대한 통계 미흡

◦ 건물연면적 등 공식 자료마저 현재 상황 정보만 제공함으로써 과거의 건물현황 정

보와 에너지소비량 정보의 상관성을 분석하기 어려움 

◦ GRDP는 빨라야 2년 전 정보인 관계로 에너지소비량 정보와 상호관계를 분석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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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ㅣ 서울 에너지통계 작성방안 

1_기본방향

1) 에너지통계의 정책 활용도 제고

◦ 신속성 증진: 최신 수개월 이내의 통계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성과를 신속하게 

평가하여 정책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함

◦ 정밀성 향상: 월간 에너지통계를 제공함으로서 에너지 정책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

하여 실효성 제고

◦ 지역성 확보: 자치구의 에너지통계를 제공하여 지역에서의 에너지 정책추진 촉진

2) 에너지소비의 연관 통계 등 종합적인 정보 제공

◦ 에너지원: 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 지역난방을 중심으로 하되 신재생에너지 관

련사항도 확대하여 수록하는 방안 고려 

◦ 인구: 인구, 세대, 고령자, 취약계층 등

◦ 경제: GRDP, 건물연면적, 자동차 등록대수 등

◦ 기상: 기온, 난방도일, 냉방도일 등

3) 서울 에너지통계의 범위

◦ 지리적 범위: 서울시와 자치구로 함: 에너지소비량은 자치구 단위로 설정

‐ 향후 에너지기업과 협의를 통해 동 단위 통계 수록도 고려

◦ 통계의 주기: 월단위로 함

‐ 통계의 작성주기는 월 단위로 하되 발간 주기는 분기로 함 

‐ 에너지 항목은 월단위로 작성

‐ 사회 경제지표는 정부의 공식 자료 공표주기에 따라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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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정보 고도화를 위한 서울시의 역할

◦ 정확하고 정밀한 에너지통계 작성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에너지기업(한국전력, 도시가스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 한국석유공사 등)

과 유기적인 정보 협력 체계유지

◦ 기초통계의 활용도제고를 위한 R&D 확대 

‐ 기후․에너지연구에 대한 R&D 지원 확대

‐ 서울시 행정정보 제공확대: 건축물대장, 과세대장, 에코마일리지 서버 정보

◦ 서울시 기후에너지 종합 정보 시스템 구축 

‐ 에너지소비량, 온실가스배출량, 미세먼지 농도, 자동기상관측망(AWS), 대기

오염자동측정망 등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구축

2_서울 에너지통계 작성방안

1) 통계의 주요내용과 항목

(1) 통계의 명칭

◦ ‘서울 에너지통계’로 칭함

◦ 에너지사업자는 요금부과를 위한 용도별 공급량을 중심으로 자료를 정리함

◦ 승인통계는 주로 에너지소비량 통계이므로 이와 차별성을 확보하고 본 통계의 정

체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급’을 강조함

(2) 주요내용

◦ 에너지소비량

‐ 최종에너지를 기준으로 작성

‐ 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 지역난방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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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의 경우 서울시 최종에너지소비량의 약 0.6%로 적으며, 공급자 통계가 

제공되지 않음

‐ 도시가스 공급량 중 열병합용 도시가스 공급량은 제외

◦ 연관지표

‐ 인구, 세대, 취약계층

‐ 경제․사회 통계, 자동차 관련 통계, 건물 관련 통계 

‐ 기상 통계

(3) 주요항목

◦ 서울시 에너지통계는 에너지공급량을 중심으로 작성 

‐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수집된 자료임을 고려하여 공급량으로 표현함

‐ 전력, 도시가스, 석유, 열에너지공급량을 중심으로 수록 함

‐ 에너지원별 공급자 통계의 분류체계가 상이하여 분류의 일관성 확보 어려움

◦ 신․재생에너지는 전력 거래량 중심으로 수록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 단

계에서는 수록하지 않음. 특히 설비가 수 개소에 불과한 경우 개인정보 노

출이라는 부담 때문에 에너지기업으로부터 해당 자료 구득이 원활치 않음. 

향후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협조를 통해 추가로 수록하는 것이 바람

직함

‐ 다만, 한국전력거래소가 제공하는 전력거래량 중심으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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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자료 작성 단위

자료원
공간 시간

에너지 전력 기초 월별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광역 월별 도시가스협회

석유제품 기초 월별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 기초 월별 한국지역난방공사

신재생에너지 광역 월별 한국전력거래소

기상 기상개황 광역 월별 서울통계 DB

냉·난방도일 광역 월별 기상청 자료 가공

경제·사회 인구 및 세대 기초 분기별 서울 통계 DB

지역내총생산 광역 연도별 통계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광역 월별 통계청

생활물가지수 광역 월별 통계청

건물 기초 연도별 과세 대장

자동차등록수 기초 월별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표 5-1] 서울 에너지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4) 통계작성 주기

‐ 최근 3년 전까지는 연간 통계량 표기

‐ 최근 2년 자료는 월단위로 표시하되 분기별로 제공되는 통계는 최근 3년간 

분기별 자료 표기

◦ 통계의 공간적 범위

‐ 서울시 및 자치구

2) 에너지의 용도 분류 및 단위표기

(1) 에너지의 용도 분류

◦ 각 에너지원별 사업자의 용도분류 체계 준용 

◦ 전력: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가로등, 심

야전력 등으로 분류

◦ 도시가스: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가정용, 산업용, 수송용, 업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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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

◦ 석유제품: 한국석유공사 제공하는 제품분류체계에 따라 휘발유, 등유, 경유, LPG

(프로판+부탄), 항공유, 아스팔트, 윤활유, 부생연료유(경유형+중유형), 석유코크

로 구분. 경질중유, 중유, 벙커C유, 납사 등 서울시에서 소비되지 않는 제품 제외. 

기타제품은 석유코크, 정제가스, 파라핀왁스, 기타제품으로 분류되나 경우 4개 제

품 중 유일하게 서울시 소비량 기록이 있는 석유코크를 기타제품의 대표 제품으로 

적용

◦ 지역난방: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규정’에 따라 주택용, 업무용, 공

공용으로 구분

◦ 각 용도별 정의는 부록에 나타냄

(2) 에너지 열량환산기준 및 단위표기

◦ 단위표기는 국가표준기본법 제10조와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8조를 준수하며,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제단위계(SI ; Systeme International d'Unites) 표

기법에 따라 표시함

◦ 최종에너지공급량 통계는 석유환산톤(TOE)으로 환산하여 표시

◦ 최종에너지로 환산 시 에너지기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환산기준 적용. 2006년까

지는 1992년에 제정된 ‘석유환산기준’ 적용. 2007년부터 2011년까지는 2006년 9

월 4일부터 시행된 기준을 적용하고, 2012부터 2017년까지는 2011년 12월 30일

에 시행된 기준을 적용. 2018년부터는 2017년 12월 28일에 시행된 기준을 적용6)

◦ 각 에너지원별 소비량은 고유단위의 통계량으로 표현하되, 석유제품의 경우 제품

별로 발열량이 서로 다르므로 최종에너지로 환산하여 석유환산톤(TOE)으로 표기

6) ‘석유환산기준’은 1992년까지 동력자원부 고시에, 1992년 7월 9일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후, 2006년 
7월 4일부터 ‘에너지열량환산기준’으로 변경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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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에너지공급 통계의 세부 내용

◦ 서울시 최종에너지공급량

‐ 에너지원: 전력, 도시가스, 석유제품, 지역난방 공급량

‐ 단위: 천TOE  

‐ 통계작성 주기: 2008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최근 2년간 통계는 월단위로 수록

◦ 자치구 최종에너지공급량

‐ 에너지원별 자치구 최종에너지공급량 수록 

‐ 단위: 천TOE 

‐ 통계작성 주기: 2008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최근 2년간 통계는 월단위로 수록

◦ 전력 공급량

‐ 전력공급량: 서울시 및 자치구 모두 계약종별 공급량 수록

‐ 자료출처: 한국전력공사

‐ 계약종: 가로등, 교육용, 농사용, 산업용, 심야, 일반용, 주택용

‐ 단위: 백만kWh

‐ 통계작성 주기: 2005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최근 2년간 통계는 월단위로 수록

◦ 도시가스 공급량

‐ 도시가스공급량: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용도별 공급량 수록

‐ 자료출처: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 용도: 가정용, 산업용, 수송용, 업무용, 일반용

‐ 단위: 백만 N㎥

‐ 통계작성 주기: 2005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최근 2년간 통계는 월단위로 수록

◦ 석유제품 공급량

‐ 석유제품공급량: 서울시 및 자치구의 제품별 공급량 수록

‐ 자료출처: 한국석유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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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휘발유, 등유, 경유, LPG, 항공유, 기타연료, 원료물질

  기타연료: 경질중유, 중유, 벙커C유, 부생연료유, 석유코크

  원료물질: 용제, 아스팔트, 윤활유 

‐ 단위: 천 TOE

‐ 통계작성 주기: 2005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최근 2년간 통계는 월단위로 수록

◦ 지역난방 공급량

‐ 지역난방공급량: 서울시 및 자치구의 용도별 공급량 수록

‐ 자료출처: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위례

에너지서비스 등 집단에너지사업자

‐ 용도: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 단위: 천Gcal

‐ 통계작성 주기: 2008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최근 2년간 통계는 월단위로 수록

◦ 신재생전력 거래량

‐ 신재생전력거래량: 서울시 관내 발전사업자의 거래량 수록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발전량에 국한됨

  전력수급계약(PPA)에 의한 거래, 상계거래, 자가용 발전설비 등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 설비의 발전량은 포함되지 않음

‐ 자료출처: 한국전력거래소

‐ 발전설비: 태양광, 바이오, 폐기물에너지, 연료전지 등 4종 

‐ 단위: 발전설비용량 MW, 발전량 MWh

‐ 통계작성 주기: 2009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최근 2년간 통계는 월단위로 수록

4) 주요 연관 지표

◦ 인구 및 세대

‐ 주요지표: 인구, 세대, 인구밀도, 세대당인구, 65세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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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작성 주기: 2000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최근 3년간 통계는 분기별로 수록

‐ 공간 범위: 서울시 및 자치구

‐ 자료출처: 서울통계정보 시스템

◦ 취약계층

‐ 주요지표: 장애인, 60세이상 장애인, 일반수급자, 65세이상 일반수급자, 독

거노인, 일반수급자독거노인

‐ 자료출처: 서울통계정보 시스템

‐ 통계작성 주기: 2000년부터 연단위로 수록 

‐ 공간 범위: 서울시 및 자치구

‐ 자료출처: 서울통계 DB

◦ 경제․사회 통계 

‐ 주요지표: 지역내총생산,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소비자물가지수 

‐ 통계작성 주기: 2000년부터 최근 2년 전까지 연단위로 수록(대형소매점 판

매액지수는 최근 2년 전까지 연단위로 최근 2년간은 월단위로 수록)

‐ 공간 범위: 서울시 및 자치구

‐ 자료출처: 통계청(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 자동차 관련 통계

‐ 주요지표: 등록대수, 1일평균 주행거리, 천연가스버스

‐ 통계작성 주기: 2012년부터 최근 2년 전까지 연단위로 수록

‐ 공간 범위: 서울시

‐ 자료출처: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 자료출처: 서울통계정보 시스템

◦ 건물 관련 통계

‐ 주요지표: 건물의 용도별 연면적

‐ 통계작성 주기: 2010년부터 최근 2년 전까지 연단위로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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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 범위: 서울시 및 자치구

‐ 자료출처: 서울시 과세대장

◦ 기상 통계

‐ 주요지표: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난방도일, 냉방도일, 강수량, 평균

습도, 일조시간, 평균풍속, 최대풍속, 폭염일수, 열대야일수, 혹한일수

‐ 통계작성 주기: 1990년부터 최근 2년 전까지 연단위로 수록. 최근 2년간은 

월단위로 수록

‐ 공간 범위: 서울시 

‐ 자료출처: 기상청

5) 기존 통계와의 차별성과 한계점

◦ 본 연구를 통해 작성된 서울 에너지통계는 기존 통계와의 뚜렷한 차별성이 있으나,

공식 통계와 오차 발생이라는 한계점도 지님

(1) 차별성

◦ 행정구역을 자치구까지 세분화

‐ 기존의 에너지통계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통계에 그치는 반면 서울 에너지

공급 통계는 자치구 수준까지 세분하여 수록 

◦ 작성주기를 월단위로 세분화

‐ 기존의 에너지통계는 연간 에너지소비량 중심의 통계이나 서울 에너지통계는 

월단위로 통계를 작성함으로써 난방에너지와 냉방에너지의 증감 현황을 파

악할 수 있음

‐ 사회경제여건과 기상조건을 함께 수록함으로써 에너지소비 증감의 원인과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음 

◦ 통계정보의 신속성 증진

‐ 기존의 에너지통계는 빨라야 2년 전의 통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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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통계는 6개월 이내의 통계이며 이르면 3개월 전의 통계 제공

발간물 공간단위 시간단위 발간주기 지체기간

에너지통계연보 국가 연도별 매년 12월 1~2년

에너지통계월보 국가 월별 매월 4개월

지역에너지통계연보 광역지자체 연도별 매년 12월 1~2년

서울 에너지통계 자치구 월별 분기별 3~6개월

[표 5-2] 기존 종합 에너지통계 발간물과 “서울 에너지통계”의 차별성

(2) 서울 에너지통계의 한계점

◦ 집계방식의 차이에 따른 공식통계와 오차 발생

‐ 서울 에너지공급통계는 에너지사업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중심으로 작

성 되므로 분류체계와 집계방법이 정부의 공식 통계와 달라 동일한 용도나 

동일한 부문일지라도 공식통계와 차이가 발생

◦ 자료수집 범위의 차이에 따른 공식통계와 오차 발생

‐ 서울시에는 5개의 지역난방사업자가 난방열을 공급하는 바, 서울에너지공급

통계에서는 가장 작은 사업장 1개소를 제외하고 4개 기업의 에너지공급통계

를 수록하지만, 지역에너지통계는 서울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중 

2개 사업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이가 발생함4

◦ 정보 제공자의 장기간 검증에 따른 오차 발생

‐ 한국석유공사가 제공하는 석유소비량자료의 경우 다음 해에 확정되기 때문

에 그 이전에 인용한 자료는 잠재적 오차를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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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서울 에너지통계 구성안

1) 통계보고서의 구성

◦ 표지 및 내지

‐ 표지에는 제목, 발행연도, 발행기관을 표기함

‐ 내지에는 이용자를 위한 참고사항 수록

1. ｢서울 에너지통계｣는 에너지공급사업자 또는 관련 기업에서 작성한 통계를 수집하여 종합 
편집하였습니다.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   력: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한국도시가스협회    석유제품: 한국석유공사   

   지역난방: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나래에너지서비스(주), ㈜위례에너지서비스

      

2. 공식적으로 확정된 통계가 아닌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분류체계 역시 공식통계와 다르므로 공식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통계 수치는 각각 반올림 되었으므로 세목의 합계가 총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자치구 통계는 수록 순서는 가나다 순입니다.
    

7. 통계표에 사용된 부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숫자 없음   p 잠정    … 자료 없음    e 추정

     

6. 에너지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거 2007년부터 매 5년마다 변경된 열량을 적용하고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참고자료｣의‘3. 에너지열량 환
산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석유제품에 관한 통계는 잠정치입니다. 공식적인 통계는 다음해에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Pertonet에세 확인 가능합니다.

     

8.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자료의 출처 기관이나, 서울연구원 기후에너지연구센터로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표 5-3] 이용자를 위한 참고사항(안)

2) 서울 에너지통계 목차

◦ 에너지공급량 통계 순서는 다음과 같음

1. 서울시최종에너지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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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최종에너지공급량

3. 전력공급량

4. 도시가스공급량

5. 석유제품공급량

6. 지역난방공급량 

7. 신재생에너지 거래량

◦ 각 에너지원에 대해 자치구별 공급량으로 세분함

‐ 자치구별 에너지공급량은 용도별로 세분함

‐ 다음 표에 제시된 목차 내용 중 25개 자치구 관련 내용은 대표적으로 1개

소만 예시함

◦ 에너지 연관 통계 순서는 다음과 같음

8. 인구통계

9. 경제사회 통계

10. 서울시 과세대상 건물 연면적

11. 기상관련 통계 

Ⅰ 에너지통계

1 서울시 최종에너지공급량

2 자치구 최종에너지공급량
2-1 자치구 최종에너지공급량_강남구 

3 서울시 전력공급량
3-1 서울시 자치구별 전력공급량
3-2-1 자치구 계약종별 전력공급량_강남구

4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량 
4-1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가스 공급량
4-2-1 자치구 용도별 도시가스 공급량_강남구

5 서울시 석유제품 공급량

[표 5-4] 서울 에너지통계 목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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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시 자치구별 석유제품 공급량
5-2-1 자치구 석유제품 공급량_강남구

6 서울시 지역난방 공급량
6-1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난방 공급량
6-2-1 자치구 용도별 지역난방 공급량_강남구

7 신재생에너지 거래량
7-1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의 신재생발전설비 용량_서울시
7-2 신재생전력 거래량
7-1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의 신재생발전설비 용량_서울시 
7-2 신재생전력 거래량

Ⅱ 경제․사회 및 기상 통계
1 인구 통계
1-1 인구 및 세대 
1-2 2017년 4분기 자치구별 인구 및 세대 
1-3 취약계층
1-4 2017년 자치구별 취약계층

2 경제사회 통계
2-1 지역내총생산
2-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2-3 서울시 1인당 지역내총생산·지역총소득·개인소득
2-4 소비자물가지수(에너지 관련 지출목적별)
2-5 서울시 자동차등록수
2-6 서울시 자치구별 자동차등록수_2017년 12월
2-7 자동차 1일 평균 주행거리
2-8 서울시 천연가스 버스 현황

3 서울시 과세대상 건물 연면적
3-1 준공연도별 서울시 과세대상 건물 연면적(2016년 기준)
3-2 서울시 자치구별 과세대상 건물 연면적
3-2-1 서울시 자치구별 과세대상 건물 연면적(2016년 과세 대상) 

4 기상관련 통계
4-1 서울 기상 개황
4-2 연최고기온 및 폭염과 열대야 일수 
4-3 연최저기온 및 서리일수, 혹한일수

Ⅲ 참고자료
1 열량에너지환산계수(시행 2017.12.28.)
2 열량에너지환산계수(시행 2011.12.30)
3 열량에너지환산계수(시행 2006.09.04)
4 석유환산기준(시행 19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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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 에너지통계 예시

Ⅰ 에너지통계

1 서울시 최종에너지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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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최종에너지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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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치구 최종에너지공급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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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치구 최종에너지공급량_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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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시 전력공급량

 

자료: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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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시 자치구별 전력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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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울시 자치구별 전력공급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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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자치구 계약종별 전력공급량_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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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량7)

7)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내부자료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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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가스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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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울시 자치구별 도시가스 공급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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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자치구 용도별 도시가스 공급량_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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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서울시 석유제품 공급량8)

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의 정보를 이용하여 정리 (http://www.petro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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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시 자치구별 석유제품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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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서울시 자치구별 석유제품 공급량(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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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자치구 석유제품 공급량_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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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시 지역난방 공급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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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울시 자치구별 지역난방 공급량

※ 동작구 일부지역에 지역난방이 공급되고 있으나 집계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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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서울시 지역난방 공급량_자치구별(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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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자치구 용도별 지역난방 공급량_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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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재생에너지 거래량

7-1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의 신재생발전설비 용량_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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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신재생전력 거래량9)

9)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신재생전력이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전력량으로 PPA, 상계거래, 자가용설비의 발전량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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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참고자료

1 에너지열량환산기준(시행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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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에너지 용도 분류

2_에너지열량환산기준 

3_기상요소와 에너지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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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_에너지 용도 분류

1-1 에너지 용도 분류_전력

◦ 전력의 분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 제55조 내지 제65조에 기술된 계약

종으로 구분 

전기공급약관

제 55 조 [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
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제 56 조 [주택용전력]① 주택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거용 고객. 다만,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13조(신·재생에너지설비의 인증 등)

에 의해 인증된 지열설비는 별도 분리하여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2. 계약전력 3kW 이하의 고객. 다만, 농사용전력, 가로등, 임시전력은 해당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3. 독신자합숙소(기숙사 포함)나 집단주거용 사회복지시설로서 고객이 주택용전력의 적용을 희망할 경우 
4. 주거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주택은 아니면서 실제 주거용 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

을 말합니다. 
② 주택용전력은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다만, 아파트고객이 공동 설비에 대해 일반용전

력(갑)의 적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사용량은 주택용전력 저압전력요금을 적용합니다. - 중략 
- 

제 57 조 [일반용전력] ① 일반용전력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주택용전력·교육용전력·산업용전력·농사용전력·가로등·예비전력·임시 전력 이외의 고객 
2. 업무용 오피스텔 고객. 이때 업무용 오피스텔이란 업무를 주로 하고 구획 중 일부구획에서 숙식하는 

용도로 이용되는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가. 기존 오피스텔 고객: 일반용 전력을 적용받고 있는 기존 오피스텔 고객이 계속하여 일반용전력 계약종

별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일반용 전력을 적용합니다. 

나. 신규 오피스텔 고객: 전기사용계약 성립당시부터 일반용전력 계약종별 해당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반용전력을 적용합니다. - 중략-

 
제 58 조 [교육용전력] ① 교육용전력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부속병원 제외),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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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육시설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

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육군·해
군·공군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군
간호사관학교, 국방대학교설치법에 따른 국방대학교,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
과학고등학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
학,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학력인정 외국
교육기관 

3. <삭 제> 
4.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 
6.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시·도 교육청「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감 직속기관으로 세칙에서 정하는 학생 교육원, 학생수련원 등  - 중략 -
③ 교육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중략 -
 
제 59 조 [산업용전력] ① 산업용전력은 별표 2[산업용전력 적용대상 기준표]에서 정한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② 산업용전력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1. 산업용전력(갑):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4kW 이상 300kW 미만의 
고객에게 적용 - 중략 -
2. 산업용전력(을): 광업, 제조업 및 기타사업에 전력을 사용하는 계약전력 300kW 이상의 고객에게 적용하
며, 공급전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중략 - 
④ 산업용전력은 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의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사택은 부대시설로 
보지 않습니다. - 중략 -

제 60 조 [농사용전력] ① 농사용전력은 전기의 사용 용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 중략 -
 
제 62 조 [가로등] ① 가로등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에게 적용합니다. 
1. 일반공중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교량·공원 등에 조명용으로 설치한 전등이나 교통신호등·도로표시등·해
공로(海空路)표시등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전등(소형기기를 포함합니다) 
2. 별도의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문화재·기념탑·분수대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경관조명시설 
② 가로등은 공급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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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에너지 용도 분류_도시가스

◦ 도시가스의 분류는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제20조에 기술된 용도로 구분하되, 

유사한 용도를 묶어서 다음 표와 같이 부류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서울 에너지공급 통계

주택용 가정용

업무난방용 업무용

일반영업용1

일반용일반영업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산업용

열병합용
집단에너지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수송용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제20조 (가스요금의 용도구분) 가스요금은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용, 업무난방용, 일반영업용1, 일반영
업용2,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열병합용, 열전용설비용, 수송용, 연료전지용으로 분류하고 각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단일 계량기를 통해 복수의 용도로 공급되는 가스는 
용도구분에 관한 특별계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사용용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주택용 요금은 주택법 제2조에 의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2. 업무난방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
다. 다만 타 용도의 요금으로 구분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일반영업용1 요금은 1호, 2호 및 4호 내지 10호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4. 일반영업용2 요금은 목욕탕,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5. 냉난방공조용 요금은 지방세법 제104조제2항에 의한 건축물에서 냉난방 공조기기를 설치하고 하절

기(5월~9월)에는 냉방, 동절기 및 기타월에는 난방용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단, 
냉방기를 설치하고 냉방기기를 설치하고 하절기(5월~9월)에 냉방용으로 사용되는 가스는 하절기에
만 공조용 요금을 적용한다.

6. 산업용 요금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한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용과 동일 장소내의 
부대시설(사택 제외)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다만, 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가스는 열병합용 
또는 열전용설비용을 적용한다.

7. 열병합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스템에 직접 사용되는 가스로 아래의 사용자가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
- 기타 열병합발전시스템을 이용하여 열과 전기를 사용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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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에너지 용도 분류_지역난방

◦ 지역난방의 분류는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규정 제10조에 따라 [별

표 2]에 명시된 용도로 구분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규정 

제10조(계약종별) ①계약종별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각 각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으
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②제9조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계약단위, 또는 하나의 건축물 내에 수개의 열사용용도가 
존재하는 경우, 계약종별은 주된 열사용용도(열교환기용량, 열사용 면적 순으로 판단합니다)에 따라 
결정합니다. 

별표 2. 계약종별 분류표

종별 적용대상

주택용 - 공동주택에서 열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 - 주택용 및 공공용 이외의 사용시설에서 열을 사용하는 경우

공공용

o 다음 사용시설에서 열을 사용하는 경우
〔교육시설〕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학교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는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
〔공공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나 외국공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시설(단, 비영리법인
이나 비영리단체의 시설에 한함)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관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보건지소․보건의료원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서울시도시가스공급규정

8. 열전용설비용 요금은 열병합발전시설과 연계된 열전용보일러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열전용보일러에서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하고 공동주택, 기타시설, 
집단에너지1, 집단에너지2로 구분한다.

9. 수송용 요금은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에 적용한다.
10. 연료전지용 요금은 연료전지 발전에 사용되는 가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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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에너지열량환산기준

2-1 에너지열량환산기준(시행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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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에너지열량환산기준(시행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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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에너지열량환산기준(시행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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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석유환산기준(시행 19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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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기상요소와 에너지소비량 상관관계

3-1 난방도일과 전력 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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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겨울철 월평균 1일최저기온과 전력 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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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냉방도일과 전력 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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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여름철 월평균 1일최저기온과 전력 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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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난방도일과 도시가스 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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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겨울철 월평균 1일최저기온과 도시가스 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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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냉방도일과 도시가스 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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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름철 월평균 1일최저기온과 도시가스 소비량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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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Publishing Local Energy Statistics of Seoul

Hang-Moon Cho ․ YunHae Lee

The weather conditions have a direct effect on cooling energy and 

heating energy consumption. Typical indicators are cooling degree 

and heating degree. For example,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square of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monthly heating day and 

monthly city gas consumption is as high as 0.87, and the determination 

coefficient between cooling degree and monthly power consumption 

is as high as 0.62.

The consumption of energy also shows a tendency to increase with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of Seoul.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GRDP) is a good indicator of the growth of the local economy. In this 

case, alternative indicators are needed to quickly identify economic 

conditions. Large retail store indexes are closely related to GRDP, so 

it is necessary to use economic indicators such as large retail store 

index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identify various indicators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express energy in accordance with national 

standards. Statistical units for each energy sources are expressed in 

their own units. In the case of petroleum products, they are expressed 

in terms of petroleum conversion tonnage (TOE : ton of oil  equivalent) 

because product types are various and calorific value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When the energy supply statistics are written, the unit of energy unit 

shall comply with the National Standard Act and shall be applied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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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year after revision and enforcement of the application of the energy 

conversion standard. 

Seoul energy statistics should include not only energy data but also data 

on factors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Seoul energy statistics 

should include not only energy data but also data on factors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Statistics on energy consumption in Seoul can not be prepared quickly, 

but energy supply statistics can be written relatively easily.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prepare it based on the provided by the 

energy provider. 

Energy consumption statistics and energy supply statistics have 

different classification schemes. Energy supply statistics by energy 

source is recommended for Seoul Energy Statistics, because statistics 

on energy supply by sector are not classified. Statistics on energy 

supply by sector shall be contained only partially.

The energy supply statistics are recorded as the sum of the energy 

consumption in terms of the final energy for each energy source. The 

energy supply statistics are recorded as the sum of the energy 

consumption of Seoul in terms of the final energy for each energy 

source. 

The Seoul Energy Statistics contains energy supply data by sources 

such as electric power, city gas, petroleum products, and district heat 

energy. It contains various indicators affecting energy consumption  

include population statistics, economic and social statistics, building 

statistics, and weather statistic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the Seoul Energy Statistics 

created through this study is the regional segmentation by Gu and the 

breakdown of the time by month. Current national statistics have a 

statistical lag time of about two years, but Seoul energy statistics can 

be shortened to three to six mon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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