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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콜센터  080-072-7000
조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 및 각 지역사무소 연락처를 통해 

닐슨컴퍼니코리아에 문의해 주세요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문의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통계연구실 

(44543)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405-11     E-mail : EnergyStat@keei.re.kr

닐슨컴퍼니코리아 본사 실사팀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 플레이스 14층     E-mail : Young-sun.moon@nielsen.com  

•서울 02-2122-7311     •강원 033-257-4049    •제주 010-5031-3618

•대전 042-534-2810     •대구 053-476-8841    •광주 062-383-4440

•부산 051-462-0409(상업공공 부문), 051-646-2210(농림어업, 건설업 부문)  

에너지총조사란?

본 조사는 우리나라 전 수요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행태를 조사·분석하는 국가승인 통계로 

1981년 이후 매 3년 마다 시행되는 조사입니다.

올해는 13회차 조사가 진행되며, 전국의 자동차 및 가구, 농림어업, 운수업, 상업, 

공공 사업체 및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닐슨컴퍼니코리아 면접원이 본 조사 수행을 위해  사업체 또는 가정에 방문했을 때, 바쁘시더라도 따뜻하게 맞아

주시고 본 조사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관기관 시행기관 조사기관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개요

주관기관 및 
조사기관

•주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 한국에너지공단

•조사기관     닐슨컴퍼니코리아

국내 유일의 에너지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국내외 

에너지산업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개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사전에 전화를 드리고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 진행 (방문면접조사)

   - 사업체, 건물, 개인: 2017년 7월~10월

   - 가구: 2017년 9월~12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본 조사는 국가의 통계자료를 얻기 위하여 통계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조사로서, 이번 조사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들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지 않습니다.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에너지경제연구원(www.keei.re.kr), 국가에너지통계 종합정보시스템

(www.kesis.net),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co.kr),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http://netis.energy.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산업 가정 상업/공공 대형건물 수송

법적 근거 에너지법 제19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3항

조사대상
농림어업, 건설업사업체

및 건설기계

일반

가구

사업체 건물 운수업, 

차량

조사규모
농림어업 : 2,450 

건설업 : 3,200

9,000 12,400 1,202 12,050

조사방법 방문 면접 조사

조사내용 에너지원별 소비현황, 에너지 이용 기기 현황, 일반 현황 등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안내

2 0 1 6 년  기 준  에 너 지 총 조 사  안 내 2 0 1 6 년  기 준  에 너 지 총 조 사  안 내

안녕하세요! 

2016년 기준 에너지총조사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조사기관 닐슨컴퍼니코리아  입니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전 수요부문에 대한 에너지 소비실태를  파악하여 국가 에너지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정확한 에너지 소비량 파악을 

위해 바쁘시겠지만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14  Survey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