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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금껏 에너지산업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의와 동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체계적으로 정

리한 자료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산업에 대한 개념과 분류를 정립하고,

에너지산업을 설명하는 주요지표는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 통계자료를 기초로 작성

한 주요 지표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의 위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에너지산업의 개념과 분류는 해당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를 담당하는 에너지 관

련법과 통계작성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의 규정과 정의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있다. 에너지기본법 제2조에서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ㆍ수

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고,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서는 동 정의에 정제업자, 주유소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우리나라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서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원의 채굴, 제조 및 공급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산업의 범위를 석탄광업,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채취 및 관

련서비스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발전 및 송배전, 전기, 가스 및

수도업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분야인 식물성 에너지생산도

에너지분야 활동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관련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에너지공급자를 에너지산업으로 확대 해석

한다면, 에너지의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판매업까지 포함하는 산업분류

를 의미한다. 이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에너지 연료 생산, 공급활동 등에 종사

하고 있는 사업체의 관련 산업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사업자가 한국표준

산업분류의 에너지산업(협의의 에너지산업)에 비해 판매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군이 된다고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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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에너지산업 관련법률

KSIC 특수분류(9차) 에너지산업분류 에너지기본법

1 B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05200

광업법 석탄산업법062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6210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08010

2 C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19102 석탄산업법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0, 19221, 192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

업법

20129 우라늄, 토륨 광석· 농축 20129 전기사업법(우라늄)

24219 우라늄 제련 및 정련 24219

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 전기업
35111, 35112,

35113, 35119, 35120
전기사업법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도시가스사업법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집단에너지사업법

4 신ㆍ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5 G 도매및소매업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

사업법

46 도매및상품중개업

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1, 46712, 46713

47 소매업;자동차제외

477 연료 소매업

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7711, 47712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47721, 47722, 47723

6 H 운수업

49500 파이프라인운송업 49500 송유관안전관리법

[ 에너지산업의 분류 비교 ]

에너지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지표로는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 및 평가, 수급분

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의 일반현황 관련 지표(사업체, 종업원수 등), 산

업구조 및 생산활동 관련 지표(생산액, 출하액, 수출액 등), 에너지제품 관련 지표(생

산지수, 수입액, 생산동향 등), 국민계정 관련 지표(부가가치 등)를 들 수 있다. 이러

한 지표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산업구조통계, 산업동향통계, 물가지수, 수출입통계,

국민계정과 기타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찾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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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이 포함된 기초통계로는 전국사업체조사(매년), 경제 총조사가 있으며,

에너지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광업 제조업조사(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가 있다. 산업활동의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산업동향통계는 광

업 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가 있으며,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

성되는 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수출입물가지

수(한국은행)가 있다. 그리고 국민계정(한국은행)과 무역통계(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있다.

에너지지표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현재 통계청의 KOSIS 및 한국은행의 ECOS, 한

국무역협회, 관세청 등 통계작성기관들의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정보 가운데 에너지산업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재분류 및 가공 편집하면 에너지산업의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 전국사업체조사(매년) 통계는 에너지산업 전체의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며, 동 조사의 사업체명부는 에너지산업의 업종별 심

층조사를 위한 모집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광업 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 무역통계 등은 에너지산업의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 관련통계로서, 연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분석, 에너지제품의 수출입(MTI 기준) 물량 및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하는

지표들을 개발한다.

○ 산업동향통계인 광업 제조업동향조사와 서비스업동향조사에서는 에너지

산업의 산업활동의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에너지산업의 월별(전년동

월/전월)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개발한다.

○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에서는 에너지제품의 월

별(전년동월/전월) 변동 추이분석의 지표들을 제시한다.

전국사업체조사(2008년) 기준 전산업의 326만개 사업체 중 에너지산업의 사업체수

는 약 2만개 이상으로 0.73%의 비중을, 종업원수는 1,629만명 중 17만명(1.02%)이다.

에너지산업 내에서는 연료 도소매업의 사업체가 95.1%, 종사자는 58.2%로 가장 높

은 비중을 차지하고, 사업체당 종업원 수는 석탄광업 398명, 전기업 67명, 열에너지

56명 순이며, 사업체수가 가장 많은 도소매업은 평균 4명이다.

국민계정 기준 에너지산업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산출액은 약 26조원으로(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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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산업(884.7조원)의 3.0%를 차지하며, 산업별로는 전력 15.3조, 석유 및 석탄제

품 6.8조, 가스 및 증기업 3.6조, 에너지광업 0.4조 순이다.(국민계정에서 도소매 및

운수업의 에너지산업은 미포함)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기준, 2009년 MTI 분류의 에너지수입은 총

수입액의 28.2%인 911.6억불, 수출은 6.3% 230.7억불이다. 그러나 HS(27)와 SITC(3)

분류에 의한 에너지수입액은 MTI(수출입통계품목분류)와는 상이한 수치를 제공하고

있다.

광업 제조업(2008년, 10명 이상) 조사에서 에너지산업의 사업체수 비중은

0.2%(137)에 불과한데 비해, 생산액은 10.5%(118.6조)를 차지한다. 이중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의 출하액은 118.3조원을, 부가가치는 17조원을 나타냈다. 석

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의 경우 출하액이 약 4천억원을, 부가가치는 약 2천 9백

억원이다.

도소매업 조사(2008)의 에너지제품 도소매 사업체수는 22,804개로 전체 도소매업

의 2.7%, 종사자 수로는 3.8%에 불과한데 비해, 매출액과 영업비용은 각각 10.5%,

10.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산업활동동향조사에서의 광업․제조업 동향조사(2005=100)의 에너지산업의 생산지

수 가중치는 광공업 총지수의 8.7%, 제품출하지수는 9.9%, 재고지수는 5.8%이다.

서비스업 동향조사(2005=100)에서는 서비스산업에서의 에너지산업(도소매 유통업)

의 가중치는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의 2.5%로, 이중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1.5%,

차량용연료 소매업 0.8%, 가정용연료 소매업 0.1%이다.

에너지물가지수에서의 주요 에너지제품관련 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

수, 수출입물가지수가 있는데, 생산자물가지수 중 에너지제품에 대한 가중치는 9.4%

이며, 26개의 에너지원별로는 전력 2.7%, 경유 2.0%, 도시가스와 휘발유가 각각

1.2%순이다. 소비자물가지수에서의 에너지품목의 가중치는 9.1%이며, 대상에너지원

10개 가운데, 차량연료 4.7%, 전기료 1.9%, 가스료 1.8%, 연료 0.7%순이다. 그리고

수출입물가지수의 수입물가지수에서의 에너지품목의 가중치는 23.8%인데, 에너지원

별로는 원유 16.9%, 액화천연가스 3.6%, 나프타 2.6%, 유연탄 2.0% 순이다. 수출물가

지수에서의 에너지품목의 가중치는 5.0%로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제품인 경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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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트유 1.5%, 방카C유 0.9%순이다.

향후 에너지산업부문에 정확한 이해와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

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합적으로 관

리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지표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외 서비스 기능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산업 관련 통계분석 기능 개발을 위해서는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분야별 전문 통계사이트) 등 정부 및 각 작성기관들의 통계제공 정보 및

통계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산업 관련 통계 지표들을 발굴 강화하여야 한

다.

에너지산업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사회 전반의 통계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통계청(KOSIS, e-나라지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등) 및

한국은행(ECOS :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무역협회(수출입무역통계) 등의 각종 통계작

성 기관별 에너지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산업

의 심층적 정책연구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KESIS)함으

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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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１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녹색성장기본법 제정으로 에너지기본법을 바탕으로 수립된 기존 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등이 재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에너지산업의 구조와 생

산활동에 관한 주요 지표를 개발하여 제공한다면 에너지정책 수립에 매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산업이란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으나, 무엇을 대상으로 논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만 이용목적에 따라 막연하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에너지산업에 대한 정확한 범위를 설정하여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토

록 할 필요가 있다.

최근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대응 등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관심은 증대되고 있으

나 해당 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수출입에서의 비중, 에너지산업의 구

조와 경영실태, 생산/소비활동,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정보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다만 에너지 수입액이 국가 총수입액의 30%에 이를 정도로 에너지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에너지산업의 위상도 매우 중요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산업에 대한 정확한 산업분류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주요 지표를

작성해야만 정확성, 일관성 및 비교성을 확보한 통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산업의 정의와 분류를 정립하고, 우리나라 에너지/자원산업의

주요 지표들을 설정하고, 나아가 최근의 에너지산업의 국민경제적 위상을 재조명하

고자 한다. 나아가 향후 에너지/자원분야의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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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연구내용

에너지산업의 개념과 분류를 정립함에 있어 우선 에너지기본법을 중심으로 각 에

너지원별 관련 법률에서 정의된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원을 분류하여 비교하였다. 한

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에너지산업분류와 국제적인 분류의 기준이 되는 UN의 에너지

산업분류체계를 비교 검토한 결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범위가 에너지 관련 법률에서

는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및 판매업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

하는 반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에너지 연료 생산, 공급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

는 사업체의 관련 산업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사업자에 비해 협의의 개념

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에너지관련 법률에 명시된 에너지원의 정의와 분류범위를 비교하였으며,

그리고 풍력기, 발전기, 중전기기 등 에너지관련 기기⋅부품 제조업 등의 관련 산업

에 대해서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 및 전기산업에서 중전기기의 종류 등에 대

해서도 살펴보았다.

에너지산업을 이해하기 위한 주요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정책수립 및

평가, 수급분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이 포함된 기초통계로는 전국사업체

조사(매년), 경제 총조사가 있으며, 에너지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광업 

제조업조사(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가 있다. 산업활동의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산업동향통계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가 있으며,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소

비자물가지수(통계청), 수출입물가지수(한국은행)가 있다. 그리고 국민계정(한국은행)

과 무역통계(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있다.

에너지지표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현재 통계청의 KOSIS 및 한국은행의 ECOS, 한

국무역협회, 관세청 등 통계작성기관들의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정보 가운데 에너지산업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재분류 및 가공 편집하면 에너지산업의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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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조사를 통한 지표 개발 방법으로 기존 경제통계를 활용한 방법과 실제

조사를 통한 개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기존 경제통계가 미비한 산업(전기, 가스,

열에너지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 보완조사와 에너지산업 전반에 걸친 전수조사를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에너지산업 지표들을 분석한 결과, 전국사업체조사(2008년) 기준 전산업의 326만

개 사업체 중 에너지산업의 사업체수는 약 2만개 이상 사업체로 0.73%의 비중을, 종

업원수는 1,629만명 중 17만명(1.02%)이다. 국민계정 기준 에너지산업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산출액은 약 26조원으로(2009년) 전산업(884.7조원)의 3.0%를 차지하며,

산업별로는 전력 15.3조, 석유 및 석탄제품 6.8조, 가스 및 증기업 3.6조, 에너지광업

0.4조 순이다(국민계정에서 도소매 및 운수업의 에너지산업은 미포함). 한국무역협회

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 기준, 2009년 MTI 분류의 에너지수입은 총수입액의 28.2%

인 911.6억불, 수출은 6.3%에 230.7억불이다.

산업활동동향조사의 광업․제조업 동향조사(2005=100)에서 에너지산업의 생산지수

가중치는 광공업 총지수의 8.7%, 서비스업 동향조사(2005=100)에서는 서비스산업중

에서 에너지산업(도소매 유통업)의 가중치는 서비스업 총 생산지수의 2.5%이다.

에너지물가지수에서는 생산자물가지수 중 에너지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의 가중치

는 9.4%이며, 소비자물가지수에서의 에너지품목의 가중치는 9.1%로 나타났다. 한편

수입물가지수에서의 에너지품목의 가중치는 23.8%인데, 에너지원별로는 원유 16.9%,

액화천연가스 3.6%, 나프타 2.6%, 유연탄 2.0% 순이며, 수출물가지수에서의 에너지

품목의 가중치는 5.0%로 에너지원별로는 석유제품인 경유 2.2%, 제트유 1.5%, 방카

C유 0.9% 등이다.

연구 내용으로 제2장에서는 에너지 관련 법률의 에너지산업분류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에너지산업분류체계 및 UN의 에너지산업분류 체계를 조사하고, 또한 에

너지법률상의 에너지원과 무역통계(MTI), 광업․제조업조사의 품목분류 등과 에너지

원의 품목분류 비교를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정의와 분류범위 그리고 에너지원에 대

해서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에너지산업 주요지표 도출을 위해 경제 분야의 각종 통계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에너지산업의 구조통계 지표, 에너지산업 생산활동 관련 통계,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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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지산업 및 품목 관련 지표, 국민계정의 에너지산업 관련 지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통계자료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주요 에너지산업 지표 개발을 위해 첫째, 에너지산업 구조통계, 에너

지산업의 동향 지표, 에너지산업 및 제품 지표, 국민계정과 에너지산업 지표들의 활

용방안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둘째, 통계청의 산업구조통계들을 통하여 에너지산업

의 구조분석에 부족한 부문의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에너지산업부문 보완조사 방안

과 신규 에너지산업 실태조사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한 향후 에너지산업의 지

표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5장 에너지산업 지표 분석에서는 위에서 분석한 각종 통계를 중심으로 국내 에

너지산업의 현황지표, 에너지산업 생산활동 관련지표, 에너지산업 및 품목 지수, 에

너지산업의 국민계정 관련 통계지표들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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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에너지산업의 정의 및 분류

제1절 에너지관련법에서의 에너지산업

에너지는 연료ㆍ열 및 전기로 에너지기본법 제2조에 정의 하고 있다. 여기서 "연

료"라 함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하며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신ㆍ재생에너지"도 포함

하는데 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그리고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하는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다. 각 에너지원의 개별법에서의 에너지 제품과 산업 및

사업자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광업법에서는 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

으로, 광물은 66종의 법정광물(금속광물 36종, 비금속광물 30종)을 정의 하는데, 이

중에 에너지광물은 석탄,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 및 우라늄광의

3종류 광종이 있다.

석탄산업법의 석탄광업과 석탄가공업에서는 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에 대

해서 정의하며, 석탄제을 무연탄 및 연탄, 기타 가공탄(입상 및 괴탄, 마세크탄, 무연

코크스, 특수탄)으로 분류하고 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는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일반대

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그리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

유대체연료 판매소)의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으로는 원유, 천연가스(액

화한 것 포함), 석유제품[(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및 탄화수소유인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조유)], 석유중간제품, 부생연료유 그리고 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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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프로판, 부탄, 부산물인 석유제품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 바이오디젤연료유, 바

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가스액화연료유, 디메틸

에테르연료유, 바이오가스연료유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

관 안전관리법에서는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로 제품은 석유(석유 중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를 제외한 것)을 명기하고 있다.

관련 법령 정 의

에너지기본법

제2조(정의)

1. "에너지"라 함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함

2. "연료"라 함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

3. "신ㆍ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

0. 에너지
○ 에너지기본법 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열관리법 시행령, 열사용기자재관

리규칙,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1. 광업/석탄

○ 광업법, 석탄산업법, 광산보안법, 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 광산

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업등록령,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대

한석탄공사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유광산보안규칙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2. 석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한국석유공사법

○ 송유관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3. 가스 ○ 도시가스사업법, 한국가스공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4. 전력

○ 전기사업법, 전기사업회계규칙, 한국전력공사법, 전원개발촉진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촌전화촉

진법, 전기공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전력기술관리법, 중·저준위방

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

5. 신재생에너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6. 집단에너지 ○ 집단에너지사업법

<표 2-1> 에너지산업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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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도시가스사업으로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스사업, 천연가

스수출입업,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그리고 도시가스 제품으로는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ㆍ나프타부생(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등을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액화석유가

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정의하고 있고,

액화석유가스 제품으로는 프로판, 부탄을 정의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으로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

역전기사업을 그리고 전력 및 원자력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는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신ㆍ

재생에너지발전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고, 제품으로는 태양에너지(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바이오액화유, 합성가스, 땔감,

우드칩, 펠렛, 목탄, 바이오매스 등),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

질잔사유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정의하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집단에너지

사업을 정의하고 있고, 제품으로는 열, 전기를 정의하고 있다.

제2절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에너지산업

1.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와 특수분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는 통계목적으로 표준분류 5종, 특수분류 13종, 기타분류 5종

등 총 25종의 통계분류를 운용하고 있다. 분류체계는 일반적으로 통계작성의 일관

성, 정확성 및 비교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작성된다. 표준분류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한국표준목적별지출분

류 등 5종이 있으며, 이중 생산활동을 유형화한 분류체계가 바로 표준산업분류이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산업과 직업에 대해서는 특수분류로 구분하여 통계를 별도로



8  에너지산업분류 및 주요지표 개발 방법 연구

작성하고 있는 바, 표준산업분류를 보완하는 9종의 특수분류와 표준직업분류를 보완

하는 특수분류 4종이 그것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에는 에너지산업분류,

콘텐츠산업분류, 환경산업, 물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분류, 관광산업분류, 정보통신기

술(ICT)산업, 로봇산업(제조품목) 등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경제활동 관련 모든 분류와 연관이 있으므로 산업의 포괄범

위, 명칭, 개념 등을 가능한 일치시키고 분류항목간 연계를 위하여 생산물분류

(CPC), 국민계정 경제활동별분류(SNA 분류체계), 산업별 생산품목(광업 및 제조업통

계조사), 무역분류(SKTC), 관세 및 통계통합품목분류(HS), 상품용도분류(BEC)를 동

시에 고려하여 분류의 세분, 명칭 및 포괄범위 조정 등을 함으로써 통합 경제분류를

위한 기본틀 구축 및 경제분석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관련 분류간 연계성, 통합

성 및 일관성 유지를 마련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른 기관 및 단체 작성 분류로는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 중앙부처 및 단체

등에서 행정 및 통계목적으로 작성하여 활용하고 있는 국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HS/K), 수출입품목분류(MTI), 과학기술분류, 한국의료행위분류, 한국고용직업분류

등 7종이 있다.

특수목적 산업분류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산업, 국가경쟁력 제고 등

에 중요한 산업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관련분류항

목으로 재구성한 분류이다. 이는 관련 산업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조사, 분석하

고 국제통계간 비교성 확보를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특

수목적 산업의 통계분류를 설정, 운영하는 목적은 통계조사의 객관적 실시를 위한

범위, 기준 등을 제공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으로 집계, 분석하여 실태, 현상 등을 신

뢰성있게 파악, 예측하기 위함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국내의 산업전반 및 국제산업과의 비교, 파악 등의 목적으로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작성된다. 그러나 동 분류는 일관된 기준, 원칙

등을 따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이 있는 산업분야에 대한 집계,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집계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집계에 따른 비효율성을 방지하기 위해

서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산업분야, 행정기관이 요청한 산업분야에 대하여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관련분류를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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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외에도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재구성하기가 곤란한 산업분야에 대해

서는 자체개발, 국제분류를 조정하여 분류를 설정하였다. 이러한 분류들은 한국표준

산업분류, 국제분류의 개정, 조정 등과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의 수정, 보완 등을 위

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특수분류에만 게재하였다.

한국표준분류 현황(2010.02.17)

분류명 관련국제표준분류 최근개정 비고

표준분류(5개)

한국표준 산업분류 국제표준산업분류 통 계 청 9차

(KSIC) (ISIC rev.4 ; UN) (2007년)

한국표준 직업분류 국제표준직업분류 통 계 청 6차

(KSCO) (ISCO-08 ; ILO) (2007년)

한국표준 질병사인 국제질병사인분류 통 계 청 5차

분류(KCD) (ICD-10 ; WHO) (2007년)

한국표준 무역분류 국제표준무역분류 통 계 청 10차

(SKTC) (SITC rev.3 ; UN) (2005년)

한국목적별지출분류 통 계 청

(1999년)

표준분류의 특수분류(13종)

산업특수

분류

에너지산업분류, 콘텐츠산업분류,

환경산업, 자동차관련전용부품제조업산업분류,

물류산업분류, 스포츠산업분류, 관광산업분류,

정보통신기술(ICT)산업, 로봇산업(제조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

보완(총 9개)

직업특수

분류
전문·기술인적자원분류, 정보통신(IT)직업분류

한국표준직업분류

보완(총 2개)

기타분류 종사상지위분류, 한국교육분류
기타분류

(총 2개)

<표 2-2> 한국표준분류 및 표준산업분류의 현황

2.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에너지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9차)에서의 에너지산업 정의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원의 채굴, 제조 및 공급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특수분류에

분류된 산업으로 정의한다. 에너지산업분류는 환경 및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증대

됨에 따라 에너지 관련 산업의 통계작성 및 구조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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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분류 (2008)

그룹 KSIC 항 목 명 품 목 명 ISIC

1 B 광업  　  　

1-1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1-1-1 05100 석탄광업 　  0510, 0520

1-1-2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610, 0620

1-2 06 금속광업 　  　 

1-2-1 062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721

1-3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1-3-1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0910

2 C 제조업  　  　

2-1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1 19101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1910

2-1-2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1920*

2-1-3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0*

2-1-4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0*

<표 2-3> 에너지산업분류의 현황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근거는 한국표준산업분류 6차 개정(1991.9.9)시 국제

(UN)권고를 기초로 에너지산업분류를 제정하여 UN의 제3차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3)에 따라 2000년에 작성한 현행 에너지산업분류를 2007년 12년 28일 개정 고시

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로 전환에 두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포괄범위는 에너지원의 획득, 발전 및 송배전, 전기 가스 및 수도업

을 범위로 한다. 에너지산업분류의 대상 및 내용은 에너지 연료, 생산, 공급활동 등

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관련 산업을 포함하고 있는데, 석탄광업, 원유, 천연가

스, 우라늄 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등이 있다.

에너지산업분류의 대상 산업은 에너지 관련법과는 달리 유통, 운송 등의 활동은

에너지 생산활동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 관련제품의 채굴, 제조 및 공급활동만을 포

함하고 있다. 즉, 에너지제품의 도소매업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등은 제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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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분류 (2008)

2-1-5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0*

2-1-6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우라늄, 토륨 광석· 농

축
2011*

2-1-7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우라늄제련및정련 2420*

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1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1-1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0*

3-1-2 35112 수력 발전업 　  3510*

3-1-3 35113 화력 발전업 　 3510*

3-1-4 35119 기타 발전업  　 3510*

3-1-5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10*

3-1-6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3-1-7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주 : 에너지제품의 유통, 운송업(연료 도소매업, 파이프라인 운송업)등은 제외

※ 에너지 관련제품의 채굴, 제조 및 공급활동만을 포함

※ 유통, 운송 등의 활동은 에너지 생산활동으로 보지 않아 본 분류에 제외

제3절 UN의 에너지산업분류

1. 국제통계분류 현황

국제연합(UN)의 표준분류는 경제활동, 생산물, 목적별 지출, 고용․직업․교육 등

7개 분야의 국제분류 27종을 국제경제사회분류군(the Family of International

Economic and Social Classifications)으로 등록하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다. 고용

이나 직업, 교육, 건강 등에 관한 국제분류는 실질적으로는 UN이 아니라 ILO,

UNESCO, WHO, IMF 등 다른 국제기구에서 관장하고 있다. UN 국제경제사회분류

군에 등록된 분류는 그 포괄범위 및 활용정도 등에 따라 기준분류와 파생분류, 연관

분류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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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분류(16종)는 국제기구의 승인을 받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분류로서 각

국가분류 작성의 기초가 되는 분류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국제생산물분류(CPC),

국제표준직업분류(ISCO), 국제질병 사인분류(ICD-10) 등이 있다.

파생분류(6종)는 기준분류의 품목들을 재배열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기준분류를 기

초로 하여 만든 분류로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국제상품용도분류(BEC) 등이 있다.

연관분류(4종)는 기준분류의 범주들을 참조하거나 기준분류의 특정 수준에서만 기

준분류와 관계가 있는 분류로 북미산업분류-미국(NAICS-US), 호주뉴질랜드산업분류

(ANZSIC) 등이 있다.

기타분류(1종)로는 국제생활시간활용조사용 활동분류(ICATUS)가 있다. 기타 국제

분류로는 UN의 국제경제사회분류군에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나 관련 국제기구나 해

당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국제분류로서 30여 종 이상 있으며 임산물분류정의

(FAO- FOREST), 국제해양동식물표준통계분류(ISSCAAP), 국제어업상품표준통계분류

(ISSCFG), 국제관광활동표준분류(SICTA) 등이 확인되고 있다.

2. 국제표준산업분류(ISIC)의 개요

유엔 통계처(UN Statistics Division)는 산업 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과 국가간 통

계의 비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를 제정, 이를 각국에 사용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ISIC 분류구조는 1단계－대분류(알파벳 A～Q), 2단계－중분류(두 자리숫자), 3단계

－소분류(세 자리숫자), 4단계－세분류(네 자리숫자)로 나누어진다.

ISIC는 경제활동을 생산주체들이 수행하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한것으로 인구,

생산, 고용, GDP와 기타 경제통계 분야에서 경제활동의 유형에 따른 자료분류시 광

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세분류의 상위분류인 중분류(2-digit codes)와

소분류(3-digit codes)는 생산의 특성, 기술, 조직, 자금 등에 따른 분류이며, 세분류

(4-digit codes)는 대부분 국가의 통계단위가 수행하는 활동의 통상적인 결합에 따라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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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N의 에너지산업 정의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분야의 영역을 설정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

에 UN 사무국 통계청, 유럽연합위원회 통계청(SOEC), 국제에너지기구(IEA), OECD

사무국, 그리고 유럽경제위원회(ECE)는 에너지생산 통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분류체

계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협력하여 왔다.

제3차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Rev.3)에서 에너지 부문을 상세하게 하는데 있어서

에너지생산 활동 분류의 통일(일치) 문제가 우선적인 관심사였다. 그러므로 에너지

산업은 단지 광업, 제조업, 그리고 에너지 또는 에너지관련 제품의 배분만을 포함한다.

에너지분야와 관계되어 있더라도 유통거래(distributive trade) 또는 수송 같은 특정 영역

의 활동들은 에너지생산 활동으로 분류하지 않으므로 에너지산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식물 원료로부터의 알콜, 사탕수수로부터의 에탄올, 그리고 장작, 숯, 기타 자연

물질과 같은 에너지캐리어, 식물의 파생물 등은 몇몇 국가에서 연료로써 중요한 역

할을 한다. 이들의 생산은 에너지 분야 활동으로 고려되어질 수 있다.

에너지관련 활동(Energy Related Activities)

ISIC 분류 산 업 세분류

B 광업 MINING AND QUARRYING

05, 08
석탄, 갈탄 및 토탄 광업

MINING OF COAL AND LIGNITE; EXTRACTION OF PEAT

0510,0520,

0892

06, 09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SERVICE ACTIVITIES INCIDENTAL TO OIL AND

GAS EXTRACTION EXCLUDING SURVEYING

0610,0620,

0910

07
우라늄 및 토륨 광업

MINING OF URANIUM AND THORIUM ORES
0721

C 제조업 MANUFACTURING

19, 2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1910,01920,

2011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35
전기, 가스 및 증기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HOT WATER SUPPLY

3510,3520,

3530

<표 2-4> 국제표준산업분류상 에너지관련 세부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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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수출입품목분류

(MTI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의 수출입품목분류체계(MTI)코드

-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MTI-Code는 HSK-Code와 상의한 점을 세분화

함. 6단위

○ 에너지 상품분류

- 1. 광산물, 13 광물성 연료, 131 원유, 132 석탄, 133 석유제품, 134 천

연가스, 135 LPG, 136 우라늄

관세통계통합품

목분류

(HS : Harmonized

System)

기획재정부

○ 국제협약에 의해 국제간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품분류체계로서 세관에

서 관세행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도 무역통계, 운송, 보험등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에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음

- HS코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해 있는 국

제협약(HS협약)에 근거하여 21부, 97류, HS6단위 5,225개로 구성

<표 2-5> 표준무역 상품분류상의 품목분류 비교

제4절 에너지 상품분류 및 기타 기술분류

1. 상품분류상의 에너지제품 분류

국제적으로 상품(유통)분류는 무역거래의 대상이 되는 이동재화를 재화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상품분류로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관세 및 통계

통합품목분류(HS: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UN의

국제표준무역분류(SITC: Standard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및 국제표준무

역분류에 의한 상품용도분류(BEC: Classification by Broad Categories in Terms of

the 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 등이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통계의 분류방법은 크게 HS 품목분류와

SITC 품목분류 방법이 있으며, 이 외에 지식경제부의「MTI 품목분류」와 같이 각국

이 정책 필요상에 의하여 작성한 분류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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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 의

○ 에너지 상품분류

- 5부광물성 생산품, 27류 광물성연료,에너지, 16호(4자리)

한국표준무역분류

(SKTC : Standard

Korean Trade

Classification)

통계청

○ 대외무역 대상이 되는 상품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및 비교하기

위하여 동 상품을 그 특성과 생산에 투입된 재료의 특성, 생산단계 등의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임

○ 한국표준무역분류 기준 및 방법

- 한국표준무역분류(2009년, 통계청 고시 2009-308호)는 국제표준무역분

류(SITC)를 기초로 분류하였음

- 동분류의 분류기호 및 분류내용은 SITC의 분류항목과 일치함

○ 에너지 상품분류

- 3. 광물성원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 대분류(중분류 4, 소분류 11, 세

분류 22, 5단위분류 32)

무역상품의 분류는 크게 관세율의 책정이나 관세징수 등이 일차적 목적인 관세

품목표와, 국제간 무역의 비교나 국가정책 수립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 일차적 목

적인 통계 품목표로 나눌 수 있다.

HS(Harmonized Sistem)는 관세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적인 통일 품목

분류표로 무역구조의 변화 등에 맞추어 기존의 CCCN을 토대로 하고 SITC의 분류

기준을 일부 반영하여 만들어졌으며, 관세율표나 수출입통계 품목표 뿐만 아니라 민

간의 보험・운송 등 각종 상품분류에 광범위하게 이용하기 위해 통일시킨 분류표다.

반면,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는 국제적으로 교역되는

상품에 대한 무역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경제분석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

된 것으로, 관세율의 고저와 상관없이 국제 무역량이 많은 품목을 특수품목으로 세

분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분류방법으로 인해 SITC 분류에 의한 무역통

계는 한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파악하기에 보다 용이하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 이외에 별도의 무역품목 분류표를 통해 무역통계를 작성하

는 것은 자국 사정에 적합한 품목분류를 통해 정책집행이나 경제분석 등에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지경부․무역협회가 작성하고 있는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통계가 이러한 예이다.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와 무역통계의 관계는 모두 HS 코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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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 MTI(10분류)

1           광산물

13          광물성연료

131           원유

132 석탄

133 석유제품

134 천연가스

135 LPG

136 우라늄

190000 기타광산물(전기에너지)

품목분류 : HS(21 부)

5부 광물성 생산품

26류 광, 슬랙, 회(2612 우라늄광 또는 토륨광과 그 정광)

27류 광물성연료, 에너지(2716 전기에너지)

6부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의 생산품

28류 무기화합물(28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

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그부분품, 녹음기, 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향기기

및 그부분품

84류 보일러.기계류(84013 원자로용 연료체(카트리지))

<표 2-6> 표준상품 분류상의 에너지제품 비교

수출입 품목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품목을 분류하여 재구성한 것으로, 통계분석 목

적에 중점을 두고 작성되고 있다.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가 작성하고 있는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 무

역통계는 종류가 비슷한 하나 또는 몇 개의 HS code를 합하여 MTI 코드번호를 부

여하고 있다.

HS 품목분류가 산업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가공 단계별, 제품 성질별로 너무

세분화함으로써 무역 관련 종사자나 정책담당자들이 무역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 반해, MTI 품목분류는 중분류, 대분류 집계를 통해 일반인들이 품목별, 산업별

수출입 흐름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MTI 기준 품목별 수출입통계는 무역협회 KOTIS 프로그램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

공되고 있으며, 지식경제부의 수출입동향 발표 시에도 품목분류는 MTI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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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 SITC (11분류)

2861         우라늄광과 그 정광

3           광물성연료, 윤활유 및 관련물질

32          석탄, 코크 및 연탄

33           석유, 석유제품 및 관련물질

34           천연가스 및 제조가스

351          전류

52511,3
방사성원소아 방사성동위원소(52511 천연우라늄, 52513 우라늄 235를 농

축한 우라늄)

71877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2. 기타 기술 및 기기분류

가. 에너지관련 기기⋅부품의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분류원칙은 모든 부문의 과학기술활동을 포용하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분류체계를 지향하고, 국제적인 과학기술분류체계에 바탕을

두며, 국내 과학기술 발전의 특이성을 반영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분류원칙에는 ① 국내에서 수행되고 있거나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는 과

학기술활동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성”, ② 같은 분류계층의 항목들은 서로

최대한 독립적이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배타성”, ③ 같은 분류항목들 사이에

유사한 속성을 가지도록 하는 “유사성”, ④ 유사 분야의 과학기술활동이라 하더라도

인력이나 투자의 규모가 상당히 큰 분야는 가급적 독립적으로 취급하는 “규모성”,

⑤ 누구나 분류체계를 쉽게 이해하고 수긍하여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편성”

등이 포함된다.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에너지·자원(M)에 중분류 7개, 소분류 50개로 분류되

어 있으며, 주로 자원, 전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술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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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분 류 소 분 류

M01 온실가스처리

(소분류 : 5 개)

CO₂포집기술, CO₂전환기술, CO₂저장기술, non-CO₂처리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온실가스 처리

M02 자원탐사/개발/

활용(소분류 : 5 개)

자원조사/탐사, 석유/가스 개발, 광물자원 개발, 자원 활용,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원탐사/개발/활용

M03 수화력발전

소분류 : 8 개)

고온고압화 발전기술, 석탄/석유 청정화/이용 기술,

수화력발전 환경오염방지기술, 발전설비/기기개발,

첨단 발전제어 기술, 가스터빈 기술, 발전설비 운영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수화력발전

M04 송-배전계통

(소분류 : 12 개)

전력계통 감시․운영 기술, 전력계통 계획 기술, 대용량 전력수송/

저장 기술,

전력시장 운용 기술, 수요예측/관리 기술, 송/변/배전 시스템 기술,

전력설비/기기 개발/진단기술, 전력용 신소재 기술, 전력전자 기술,

전자계 환경 기술, 전기안전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송-배전계통,

M05 전력IT

(소분류 : 6 개)

IT 기반 고부가 서비스 기술, 마이크로 그리드 기술

전력 유비쿼터스 기술, 직류 송/배전 기술, 지능형 전력망 플랫폼

기술,

달리 분류되지 않는 전력IT

M06 신재생에너지

(소분류 : 13 개)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연료, 폐기물, 소수력, 풍력, 해양, 지열,

수소, 연료전지, 석탄가스화/액화, 합성연료,

달리 분류되지 않는 신재생에너지

M99 기타에너지/자원 달리 분류되지 않는 에너지/자원

<표 2-7>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에너지/자원

나. 전기산업(중전기기) 분류

한국전기산업진흥회에서 분류하는 중전기기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기, 전기를 수

송하는 송·배전기기,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으로 변환시키는 전동기, 전동공구, 열

원으로 이용하는 전기로, 전열기 등과 같이 전기의 발생, 수송, 이용에 필요한 기기

를 말한다. 즉, 중전기기란 전기를 생산하여 수송은 물론 수요자가 이상 없이 안전

하게 사용할 수 있기까지의 제반 장비 및 설비와 부대기기를 총 망라한 것이다.

중전기기 산업의 분류 및 범위는 중전기기 산업이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 융합화의 급진전으로 산업형태가 복잡화 및 시스템화되면서 전력전자

및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응용한 기기 및 장비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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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고압(세분류) 저압(세분류)

발전기
교류발전기, 발전세트, 직류발

전기, 회전변환기

교류 발전기, 발전기부분품, 발전세트,

직류발전기

전동기
겸용전동기, 교류전동기, 직류

전동기

겸용전동기, 교류전동기, 전동기부분품,

직류전동기

원자로 및 전기로

원자로, 전기로-금속, 전기로-

기타, 전기로-부품, 전기로-식

품, 전기로-이화학, 탄소전극

전선 권선, 전력용전선
광케이블, 절연전선, 통신용전선, 접속자부

착

변압기

변성기몰드, 변성기유입, 변압

기몰드, 변압기유입, 전압조정

기

변성기몰드, 변압기부품, 전압조정기,

트랜스, 전자부품

배전 및 제어기 배전반, 배전함, 자동제어반 배전반, 자동제어반

차단기 차단기, 차단기부품 차단기, 회로보호기

변환 및 안정기 인버터, 회로보호기, UPS

아답터, 안정기, 인버터, 정류기, 정지

형변환기, 충전기, 파워서플라이, 회전

변환기부품, UPS

애자 도자제, 기타, 유리, 플라스틱 애자

기타 전기기기
기타중전기기, 전자석, 접속기

기

기타전기부품, 배전반부품, 전극, 전자

부품, 전자석, 절연용품

<표 2-8> 중전기기의 종류

또한 초전도 기술이나 디지털기술, 신소재 등 새로운 첨단기술이 개발되어 각종

중전기기에 적용되면서 의료용, 환경산업용 및 전기교통용 기기로 점차 응용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전력과 IT 기술의 접목을 통한 전력기기의 자동화·디지털화·네트워크화

를 통해 효율성과 안전성이 향상되고, 전력선을 통한 통신기술 및 관련서비스 산업

의 발전으로 유비쿼터스시대의 저렴한 통신망 서비스의 공급 및 전력시장에서의 실

시간 전력거래 구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중전기기 제품의 범위는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등 주로 전통적인 기기 및

장비들이 되었으나, 최근에는 초전도 관련 장비와 디지털 진단기기 등이 새롭게 추가

되고 있다. 향후 IT 산업과 관련된 장비들도 개발되어 새롭게 중전기기 범위에 포함되

면서 제품의 종류가 훨씬 다양해지고 생산량 또한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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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에너지산업분류와 에너지품목 분류

산업활동분류는 생산단위(사업장 혹은 기업체)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의

유사성에 따라 유형화한 분류인 반면, 생산물분류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을 기초로

작성한 분류이다.

이때 산업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이

라 정의되며, 산업활동은 “각 생산단위가 노동, 자본, 원료 등 자원을 투입하여, 재

화 또는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과정”이라 정의된다.

산업분류의 대표적인 예로 ISIC, KSIC 등이 있으며, 생산물분류의 대표적인 예는

HS 분류체계, CPC 등이 있다.

산업활동분류와 생산물분류는 분류대상 및 분류목적의 차이에 따라 기본적인 차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이 국내외시장에서 거래되어 최종소비자에 의하여 소비 또는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등 양자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산업활동분류는 통계조사에 있어서 산업활동 유형별 조사 및 집계 틀로서 이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등록, 기업통계, 노동력조사, 산업단기지표 도출, 인구조사, 사업체

명부 작성 등에 사용된다. 생산물 분류는 국민계정, 지역계정 및 무역통계와 관련된

분야에서 주로 이용된다.

산업활동분류와 생산물분류는 적용되는 통계 집계방식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따라 산업활동분류와 생산물활동분류를 통한 통계 데이터의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

고, 이를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 사용상 오류를 수반하게 된다. 산업

활동분류는 “사업장 집계방식”을 따르고, 생산물분류는 “품목 집계방식”을 따른다.

산업통계에 사용되는 사업장 집계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생산

물, 즉 주생산물을 기준으로 산업의 생산 및 기타 변수들의 통계를 집계하는 방식이다.

생산물통계에 사용되는 품목 집계방식은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생산물 및 기

타 변수를 각각 집계하는 방식이다. 집계방식의 차이에 따라 조사 가능한 통계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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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와 서비스 제공별로 본 에너지산업분류

경제활동 구 분 사업 내용 산업분류(대분류)

재화의

생산

1차(원시) 생산

육지 및 수산 생물(동식물) 생산 A 농업, 임업 및 어업

비생물(광물) 생산
B 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2차(가공) 생산

유형 이동재(상품) 생산
C 제조업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업 등)

무형 이동재(에너지 및 용수)

생산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업)

유형 이동재(건축물) 생산 건설업

서비스

제공

재화의 유통, 위

치이동 및 사업

서비스

동산의 유통

및 위치이동

상품의

유통

도매 및

소매

G 도매 및 소매업

(연료 도소매업)

위치이동(사람, 화물,

문자, 정보)

H 운수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표 2-9> 재화와 서비스 제공별로 본 에너지산업분류

에도 차이가 발생하며, 이로 인하여 산업활동분류와 생산물분류의 활용에 있어서 적

절한 선택이 필요하다.

사업장 집계방식으로는 사업체수, (산업의) 생산액, 종업원수, 급여액, 출하액(혹은

매출액), 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등의 항목을 집계할 수 있다.

품목 집계방식으로는 (품목의) 생산액, 내수액, 수출액, 수입액 등을 집계할 수 있

다. 고용, 유형자산 등의 경우 산업을 기반으로 한 변수이지, 생산물을 기반으로 한

변수가 아니므로 이러한 변수들은 산업활동분류를 통하여만 산출할 수 있다.

재화와 서비스 제공별로 본 산업분류에서 에너지산업은 우선, 재화의 1차(원시)생

산활동으로 「B 광업」의 에너지자원 광물(석탄,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생산업이

있고, 2차(가공) 생산으로는 유형이동재(상품)생산으로 「C 제조업」의 코크스, 연탄,

석유정제업 등이 있으며, 무형 이동재(에너지 및 용수) 생산으로는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 전기, 가스, 증기사업이 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활동으로

동산의 유통 및 위치이동 중 상품의 유통업에서 「G 도매 및 소매업」에 연료 도

소매업이 있으며, 위치이동(사람, 화물, 문자, 정보)에서는 「H 운수업」에 파이프라

인 운송업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별생산물분류의 일종으로 광공업

통계조사용 품목표가 작성되고 있다.

자료: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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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너지산업분류와 에너지관련법

산업이란「동일 또는 유사한 종류의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주로 종사하는 모든 생

산단위의 집합」이라 정의되며, 생산적인 경제활동(산업활동)이란「각 경제주체가

계속적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또는 제공하는 활동」이라 정의된다.

각 생산단위가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예정인 생산적인 경제활동의 유

형을 결정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모든 생산적인 경제활동을 일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이 산업분류이며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산업활동에 관

련된 통계자료를 수집, 제표 및 분석할 때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것이 표준산업분류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특수분류(9차)에서는 에너지산업의 정의 및 범위를 다음과 같

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기본법 및 각 에너지원별 관련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

는 산업과 서로 다르다.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원의 채굴, 제조 및 공급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특수분류에

분류된 산업으로 정의한다. 이는 환경 및 에너지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에

너지 관련 산업의 통계작성 및 구조분석을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데 분류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근거는 UN의 제3차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000년에 작

성한 현행 에너지산업분류를 2007년 12년 28일 개정 고시한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

류 체계로 전환함에 두고 있다.

에너지산업의 포괄범위는 에너지원의 획득(채굴, 제조 및 공급 활동을 하는 산업),

발전 및 송배전, 전기 가스 및 수도업을 범위로 한다.

그리고 신재생분야인 식물 원료로부터의 알콜, 사탕수수로부터의 에탄올, 그리고

장작, 숯, 기타 자연물질과 같은 에너지캐리어, 식물의 파생물 등은 몇몇 국가에서

연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들의 생산은 에너지분야 활동으로 고려되어 질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에너지산업분류 대상 및 내용은 에너지 연료, 생산, 공급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관련 산업을 분류하고 있는데, 석탄광업,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채취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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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 에너지산업분류 (2008)
KSIC 세세분류 에너지산업 관련법

KSIC 특수분류(9차) 에너지산업분류 에너지기본법

1 B 광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00, 05200
광업법, 석탄산업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062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6210

08010 원유및천연가스채굴관련서비스업 08010

2 C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19102 석탄산업법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0, 19221, 1922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20129 우라늄, 토륨 광석· 농축 20129 전기사업법
(우라늄 농축 및 제련,정련)24219 우라늄 제련 및 정련 24219

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 전기, 가스, 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35 전기업 35111, 35112, 35113,
35119, 35120 전기사업법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도시가스사업법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집단에너지사업법

<표 2-10> 에너지산업의 분류 비교

관련서비스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등이 있다.

에너지법관련 산업의 정의와 상이한 것은 유통, 운송 등의 활동은 에너지 생산활동

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 관련제품의 채굴, 제조 및 공급활동만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에너지제품의 도소매업과 석유수송의 파이프라인 운송업(대한송유관공사) 등은 제

외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질 수 있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명시된 우라늄 및 토륨에 대한 생산

(채굴, 제조) 활동이 없으며(한전원자력연료(주)), 에너지산업관련 서비스업은 광업부

문에 만 분류되어 있다. 또한 에너지산업분류에서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의 경

우 에너지관련법에서는 철강산업에서 소비하는 유연탄의 원료탄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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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 에너지산업분류 (2008)
KSIC 세세분류 에너지산업 관련법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촉진법

5 G 도매및소매업

46 도매및상품중개업

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1, 46712, 46713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47 소매업;자동차제외

477 연료 소매업

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7711, 4771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47721, 47722, 47723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6 H 운수업

49500 파이프라인운송업 49500 송유관안전관리법

2. 에너지제품 분류 비교

에너지관련 법률에 명시된 에너지품목인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원을 중심으로 각 제품별로 법에 명시되어있다. 따라서 법에 명시된 에너지제

품을 기준으로 에너지수급통계 및 무역분류((MTI, ISIC, HS), 통계청 품목분류 등

통계의 사용 목적에 따라 제품을 분류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통계의 분류방법은 크게 HS, SITC, MTI 품

목분류의 경우 국제적인 통일 품목분류표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에너지제

품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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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련법
에너지수급 MTI

광업제조업

조사법 제품 에너지제품

에너지기본법

연료(제품원료
제외), 열, 전
기, 신ㆍ재생에
너지

석유, 가스, 석탄,
열, 전기, 신ㆍ재생
에너지

석유, 가스, 석
탄, 열, 전기

신ㆍ재생에너지

광물성연료 품목별 분류

에너지원별 품목

광업법

(법정광물- 66종)

석유, 우라늄
광, 석탄

(금속광물 36종

비금속광물 30종)

천연피치, 가연성
천연가스

원유, 천연가스,
핵연료, 석탄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석탄
(무연탄, 유연탄,
갈탄, 토탄 등)

원유,  

천연가스,

핵연료,

무연탄

석탄 산업법 석탄 
무연탄, 연탄 외 4
개 품목

무연탄, 유연탄
연탄 외 2종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
업법

원유, 천연가
스,석유제품,

석유대체연료

원유, 천연가스,

휘발유 외 12 종

바이오디젤연료유
외 7종

원유

휘발유 외 19종

원유

천연가스

휘발유 외 9 종

원유

천연가스

휘발유 외
17 종

도시가스사업
법 도시가스

천연가스

석유가스 외 2 종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기사업법 전력 전력
전력,

수력발전 외 2 종
전기에너지

집단에너지

사업법
집단에너지

열(냉방,난방,공정),

전기
열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
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
설비

1. 태양에너지

2. 생물자원 바이오
에너지

3. 풍력

4. 수력

5. 연료전지

6. 폐기물에너지

7. 지열에너지

8. 석탄 액화ㆍ가스
화, 중질잔사유
가스화

9. 해양에너지

10. 수소에너지  

7개 에너지원

20개 분야

<표 2-11> 에너지제품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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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의 종류 생산기관

인구와 노동 통계청, 노동부

생산, 유통 통계청

기업경영, 경기동향 통계청, 한국은행

무역과 국제수지 관세청, 한국은행

물가와 임금 통계청, 노동부

소비, 저축 통계청, 한국은행

재정, 금융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국민계정 한국은행

<표 3-1> 부문별 경제통계 종류 

제3장 에너지산업과 관련 통계 현황 

“통계”란 통계작성기관이 정부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

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산업ㆍ물가ㆍ인구ㆍ주택ㆍ문화ㆍ환경 등 특정의 집단이

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

라 한다)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작성기관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를 제외한다”라고 통계법 제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통계를 작성하는 때에는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

시하며 다만, 통계의 작성목적상 불가피하게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자 하

는 때에는 미리 통계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2조).

경제통계란 각종 경제활동이나 경제현상을 관측하여 어떤 특성과 관련해서 수집

∙정리∙분석된 수량적 데이터를 총칭하며, 경제활동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숫자로 표현한 통계이다. 전국사업체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기업활동

조사, 도소매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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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란 현재의 경제동향이나 장래의 경제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각종 지

표를 말한다. 경제지표로는 경제통계가 그대로 사용되기도 하고 경제의 움직임을 잘

반영해 주는 각종 경제통계 자료를 적절한 통계적 방법에 따라 가공하여 종합한 지

표가 사용되기도 한다.

분야별 통계현황을 보면, 2010년 6월 1일 현재 통계법 제18조(또는 제20조)에 의

거 승인받은 통계는 총 856종으로서 지정통계 90종, 일반통계 766종이다. 작성형태

별로는 조사통계가 346종, 보고통계는 454종, 가공통계는 56종이다. 작성기관을 정부

기관과 지정기관으로 구분하여 볼 때 정부기관에 의하여 작성되고 있는 통계는 707

종(통계청은 52종)이며, 지정기관에서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149종이다.

통계분야
작성 통계수 통계 종류별 작성 형태별

통계수 구성비 지정 일반 조사 보고 가공

계 856 100.0 90 766 346 454 56

인 구 28 3.3 3 25 4 21 3

고 용 ㆍ 임 금 37 4.3 6 31 30 7 -

물 가ㆍ가 계 소 비 15 1.8 10 5 14 1 -

보 건ㆍ사 회ㆍ복 지 134 15.7 7 127 89 42 3

환 경 26 3.0 1 25 10 15 1

농 림 ㆍ 수 산 53 6.2 11 42 34 18 1

광 공 업 ㆍ 에 너 지 32 3.7 4 28 20 9 3

건 설ㆍ주 택ㆍ토 지 40 4.7 3 37 14 20 6

교 통ㆍ정 보 통 신 50 5.8 5 45 26 22 2

도 소 매 ㆍ 서 비 스 18 2.1 8 10 16 2 -

경 기ㆍ기 업 경 영 63 7.4 21 42 46 5 12

국민계정ㆍ지역계정 21 2.5 4 17 - - 21

재 정 ㆍ 금 융 22 2.6 - 22 4 18 -

무역ㆍ외환ㆍ국제수지 11 1.3 2 9 4 4 3

<표 3-2> 통계분야별 현황

(단위 : 종, %)

주 : 2010. 06. 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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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 대분류(21) 총조사
연간

조사

산업동향

조사

물가

지수

국민

계정 등

A 농업, 임업 및 어업

전국
사업
체조
사

(매년)

경제
총
조사
(5년)

-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수출입
물가
지수

국민
계정

무역
통계

B 광업
산업
총조사
(5년)

광업․제
조업조
사

광업제조
업동향조

사
C 제조업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 -

H 운수업 -
운수업
조사

서비스업
동향조사

G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
업

총조사
(5년)

도소매
업조사I 숙박 및 음식점업

E 하수 ․폐기물 처리 및 환경복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및정보서비스업

L 부동산 및 임대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P 교육 서비스업

Q 보건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T 가구내고용활동및자가소비생산활동 - -

U 국제 및 외국기관 - -

<표 3-3> 에너지산업관련 통계 현황

제1절 에너지산업 관련 통계 현황

에너지산업이 포함된 경제통계를 보면, 산업구조통계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경제

총조사, 광업 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 등이 있고, 산업동향통계로는

광업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등이 있으며, 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

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등이 있고, 그리고 국민계정 및 무역통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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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

은행

경제통계
광업제
조업동
향조사

서비스
업동향
조사

생산자
물가
조사

수출입
물가
조사

소비자
물가
조사

국민
계정

조사주기 월 월 월 월 월 분기

통계종류 조사
통계

조사
통계

조사
통계

조사
통계

조사
통계

가공
통계

통계분야 광공업 서비스 물가 물가 물가 국민
계정

B 광업

(05 ~ 08)

B051 석탄 광업 ⨀ ⨀ ⨀ ⨂
B052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 ⨀ ⨀ ⨂
B06210 우라늄, 토륨 광업 ⨀ ⨀ ⨂

<표 3-5> 경제통계의 에너지산업 관련 현황(2)

생산기관 통 계 청

경제통계
전국사
업체
조사

경제 총
조사

(2011년)

산업
총
조사

서비
스업
총
조사

광업
제조
업
조사

도소매
업조사

운수
업조
사

조사주기 년 5년 5년 5년 년 년 년

통계종류 조사
통계

조사
통계

조사
통계

조사
통계

조사
통계

조사
통계

조사
통계

통계분야
기업
경영

기업
경영

광공
업

서비
스

광공
업 도소매

운수
업

B 광업

(05 ~ 08)

B051 석탄 광업 ⨀ ⨀ ⨀ ⨀
B052 원유, 천연가스 채굴업 ⨀ ⨀ ⨀ ⨀
B06210 우라늄,토륨 광업 ⨀ ⨀ ⨀ ⨀
B08010 서비스업 ⨀ ⨀ ⨀ ⨀

C 제조업

(10 ~ 33)

C19101 코크스업 ⨀ ⨀ ⨀ ⨀
C19102 연탄, 기타석탄업 ⨀ ⨀ ⨀ ⨀
C1921 원유 정제 처리업 ⨀ ⨀ ⨀ ⨀
C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

D35 전기,

가스,증기업

D351 전기업 ⨀ ⨀ ⨀
D352 가스제조업 ⨀ ⨀ ⨀
D353 증기, 냉온수업 ⨀ ⨀ ⨀

G 도매및소

매업(45~47)

G4671 연료도매 ⨀ ⨀ ⨀ ⨀
G477 연료소매 ⨀ ⨀ ⨀ ⨀

H 운수업 H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 ⨀ ⨀

<표 3-4> 경제통계의 에너지산업 관련 현황

주 : ⨀ 분류됨, ⨁ 중분류에 포함, ⨂ 대분류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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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통계청 한국은행 통계청
한국

은행

B08010 서비스업 ⨀ ⨂

C 제조업

(10 ~ 33)

C19101 코크스업 ⨀ ⨀ ⨀ ⨂
C19102 연탄, 기타석탄업 ⨀ ⨀ ⨀ ⨀ ⨂
C1921 원유 정제 처리업 ⨀ ⨀ ⨀ ⨀ ⨂
C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 ⨀ ⨀ ⨂

D35 전기,

가스,증기업

D351 전기업 ⨀ ⨀ ⨀ ⨀ ⨁
D352 가스제조업 ⨀ ⨀ ⨀ ⨂
D353 증기, 냉온수업 ⨀ ⨀ ⨀ ⨂

G 도매및소

매업(45~47)

G4671 연료도매 ⨁ ⨂
G477 연료소매 ⨁ ⨂

H 운수업 H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
주 : ⨀ 세세분류 됨, ⨁ 세분류에 포함, ⨂ 중, 대분류에 포함

제2절 에너지산업구조 통계현황

산업구조통계는 일반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특정산업의

규모나 전체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산업의 크기나 구조를 산출(생산, 판매 등)과 투입(노동, 자본 등) 측면에서 파악할

목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업체 단위로 작성하는 통계이다. 이는 종사자규모별(사업체

수, 종사자수, 매출액, 부가가치 등)지표, 조직형태별(개인, 비법인단체, 회사법인, 회

사이외법인) 지표, 산업별 (대, 중, 소, 세, 세세분류별) 지표, 지역(시 도, 시 군 구별)

및 산업별 지표 등에 사용된다.

산업구조통계의 성격은 경제통계의 기초부문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계로서 국가

산업발전에 있어 소프트 인프라적 성격이며, 개별 산업 및 산업그룹에 대한 현황파

악 그 자체로서 활용범위가 넓다. 또한 주요 국가통계(국민계정, 지역생산계정 등)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수 목적을 위해 작성하는 개별 통계조사의 모

집단 기능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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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업구조 변화 및 조정과정 속에서 국가산업 현실을 평가하고 장래 산업 발

전방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산업경제 현상에 대한 정책수립,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한 기업의 합리적 사업전략 수립 및 경쟁력 강화, 개인의 경제활동에 있어 합리

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기초 정보 역할을 한다.

산업 대분류
통계조사

총조사 연간조사

A. 농업, 임업 및 어업

전

국

사

업

체

조

사

농업 총조사
농업 기본 통계조사

어업 기본 통계조사
임업 총조사

어업 총조사

B. 광업
광업ㆍ제조업조사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업

E. 하수, 폐기물처리, 환경복원 등 서비스업조사

F. 건설업 건설업조사

G.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조사

H. 운수업 운수업조사

I.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조사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정보서비스 서비스업조사

K. 금융 및 보험업
금융감동원과 유사통계 중

복방지 차원에서 제외

L. 부동산 및 임대업 서비스업조사

전문과학서비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M.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사업지원서비스업

O.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
공조직 특성 및 국가안보

등의 사유로 제외

P.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조사
Q.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R. 예술, 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S. 협회, 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

T. 가구내고용활동, 자가소비활동 자료수집 곤란으로 제외

U. 국제 및 외국기관 ‘’

<표 3-6> 산업 대분류별 구조 통계 작성현황

자료: 통계청, 산업구조통계의 이해, 2009.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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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통계의 작성현황을 보면, 현재 통계청의 조사중 산업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로는 산업총조사1), 서비스업총조사, 농업총조사, 어업총조사, 임업총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가 있고, 표본조사로는 광업․제조업조사,

건설업조사, 운수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기업활동조사가 있다.

조사주기별로 보면 1년 주기 통계조사로는 전국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건

설업조사, 운수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농어업법인사업체조사와 기업활

동조사가 있으며, 5년 주기 총조사로는 서비스업총조사, 산업총조사가 있다.

산업구조통계는 기본적으로 특정산업이나 산업그룹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그

자체로서의 활용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경제통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계정, 산

업연관표, 지역생산계정 등 국가 주요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 통계조사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명부는 각 업종별 심층조사를

위한 모집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산업구조통계는 경제통계의

기초부분을 형성하는 중요한 통계로서 국가산업발전에 있어 인프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1. 에너지산업의 기초 통계현황

에너지산업이 포함된 기초적인 산업통계에는 전국사업체조사(매년), 경제 총조사(5년),

2011년 조사는 기존의 산업총조사(기 폐지)와 서비스업총조사를 대체 예정)가 있다.

동 자료는 통계청의 KOSIS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며, 이를 토대로

에너지산업의 구조 변화 및 환경 변화 등의 기초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가. 전국 사업체조사

조사목적

사업체의 지역별 특성, 구조 등을 파악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

립과 민간기업체의 기업경영 계획수립, 학계, 연구소 등의 학술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통계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

조사대상 종사자 1인 이상 전국의 모든 사업체 (약 330만개)

조사항목 사업체명, 창설년월, 사업장변동, 산업분류, 종사자수 등 10개 항목

KOSIS

수록 통계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사업체수, 종사자수),

조직형태별, 종사자규모별, 종사자지위별, 대표자성별, 종사자성별 등

<표 3-7> 전국 사업체조사의 목적 및 통계

1) 산업총조사는 경제총조사의 실시를 전제로 승인 폐지(’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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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계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계획

국민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 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

해 2011년에 최초로 국내의 모든 사업체를 동일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제분야 총조사이다.

경제분야 양대 총조사(산업총조사 서비스업총조사)를 통 폐합하여 단일조사로 실

시함에 따라 응답부담 경감 및 비용을 절감하며, 경제총조사를 활용하는 가공통계

(GDP, 산업연관표 등) 및 표본조사(연, 월간)의 통계품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조사 관리를 위해 통계청

에서 직접 기업체 본사를 대상으로 일괄 조사할 예정이다.

연 혁 2011년에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최초 실시예정

목 적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한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

으로 파악하여 정부와 기업, 통계이용자 등에게 경제 산업정책 및 경영

계획 수립 평가를 위한 포괄적이고 상세한 통계정보 제공

조사대상

약 360만개 사업체(전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A～U) 모든 산업(T(자가소비), U(외국기

관)을 제외)

조사기간 본 조 사 : 2011. 5. 23. ~ 6. 17. (26일간, 예정)

조사표·항목
조사표 종류 : 15종

* 각 조사표는 20개 내외 조사항목으로 구성 (공통항목, 특성항목)

인력동원 약 3만 4천명 : 공무원 1천명, 조사원 3만 3천명

결과공표 잠정결과 : 2012. 2월

최종결과 2012. 5 ~ 7월

<표 3-8> 경제총조사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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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표

번호
산업분류 조사항목

조사항목(공통항목)

1 전산업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직형태,

사업의 종류(산업분류 등),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전자상거래 여부,

사업실적, 유형자산, 무형자산

조사항목(특성항목)

2 광·제조업
근무형태별 근로자수, 임가공 수입액, 재고액, 제품 출하액 및 재고

액, 연간제조월수, 주요 사용원재료명, 주요 생산공정

3 전기업 연간 주요전력량, 연간 증기생산 및 판매, 발전업 유형

4 가스업 배관시설, 재고량 및 재고액, 연간 도입량

5 증기및온수업 배관시설, 연간 생산량

7 건설업 영업기간, 신재생에너지, 공사실적, 근무형태별 근로자

8 도·소매업
영업기간, 사업체 건물 연면적, 상품매입처별구성비,상품판매처별 구

성비, 체인점 가입여부

9 운수업 근무형태별 근로자, 육상운송 차량 보유, 창고 및 장비 보유, 연료비

15 본사 결산 마감월, 국내 사업체 명부

조사표 종류 : 15종

1 농림어업. 2 광·제조업. 3 전기업. 4 가스업. 5 증기 및 온수업. 6 수도사업.

7 건설업. 8 도·소매업. 9 운수업. 10 숙박·음식점업. 11 금융·보험업. 12 공공행정 -

13 서비스업 Ⅰ : E(하수·폐기물), J(출판·영상), L(부동산·임대), M(전문·과학·기술),

N(사업시설), R(예술·스포츠).

14 서비스업Ⅱ : P(교육서비스), Q(보건·사회복지), S(협회단체·수리). 15 본사

<표 3-9> 조사표별 특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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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대분류 조사표 조사방법

B(광업)․

C(제조업)

조사표(2)
광제조업부문 종사자 10인 미만일 경우 경총(2)조사표 작성

(모든 항목 조사)

광제조(연간)
광제조업부문 종사자 10인 이상일 경우 광제조(연간)조사표

작성(모든 항목 조사)

D(전기, 가스,

증기, 수도)
조사표(3)~(6) 조사제외(통계청에서 조사)

G(도매 및

소매업)

조사표(8)

❶사업체명부의 표본구분=2 인 경우는 종사자수에 관계없이

(1)사업체명~(13)사업실적까지 모든 항목 조사

❷사업체명부의 표본구분=3 인 경우는 (1)사업체명~(8-2)기

간제, (13)매출액 합계만 조사(연간급여액 제외)

❸사업체명부의 표본구분=3 이고, 종사자수가 5인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1)사업체명~(13)사업실적까지 모든 항목 조사

도소매(연간)
❹사업체명부의 표본구분=1 인 경우연간조사 표본이므로 도

소매(연간)조사표를 작성(모든 항목 조사)

H(운수업) 조사표(9)

종사자수에 관계없이 (1)사업체명~(13-1)연료비까지 모든 항목

조사(개인택시, 개별화물, 용달화물 중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조사는 제외)

본사조사표

조사표(15)
본사조사 대상인 경우 (1)기업체명~(11)국내사업체명부까지

모든 항목 조사

본사(연간)
연간조사 표본인 경우 본사(연간)조사표 작성(모든 항목 조사)

(본사조사 표본)

<표 3-10> 경제총조사 조사대상 에너지산업 관련 조사표 요약

2. 에너지산업의 산업구조 현황

에너지산업이 포함된 산업구조통계로는 광업 제조업조사(통계청), 도소매업조사

(매년), 운수업조사(매년)가 있다. 동 자료는 통계청의 KOSIS나 마이크로데이터 자료에

수록되어 있으며, 관련 기초 정보를 도출할 수 있다. 단, 상기 통계에서 누락된 전기,

가스, 증기부문의 통계에 대해서는 부가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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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전국의「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8년 1년간의 경영실태 및 구조변화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 분석등 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조사대상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8,887개 표본사업체)

조사항목 종사자수, 급여액, 매출액, 영업비용, 매장면적, 객실(석)수 등 20개 항목

KOSIS

수록통계

∙ 산업별 총괄(사업체수(개), 종사자수(명), 매출액(백만원), 영업비용(백만

원), 매출원가(백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백만원), 인건비(백만원), 임차

료(백만원), 수도광열비(백만원), 기타경비(백만원), 연간급여액(백만원),

건물연면적(㎡)

∙ 종사자규모별, 매출액규모별, 사업장면적규모별, 사업장점유형태별 건

물면적, 일일영업시간별, 휴무일수별, 연간급여액, 상품매입처별, 상품

판매처별, 판매관리기기 보유

<표 3-12> 도소매업조사 목적 및 수록통계

조사목적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구조와 분포를 파악하여 정부의 경제정책수립, 기

업의 경영계획수립, 대학과 연구소등의 연구활동 및 국제비교 등에 필요한

자료와 광업과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표본조사의 모집단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

조사대상 종사자 10인이상 광업, 제조업 사업체(광업 제조업조사)

조사항목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연간출하액 및 수입액, 유형자산 등 16개 항목

KOSIS

수록통계

- 산업편(10명 이상) :

∙ 산업분류별 주요지표(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

∙ 종사자규모별, 출하액규모별, 급여,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재고액,

유형자산 증가액, 감소액 및 연말잔액, 경영조직별, 공업구조별 주요지

표, 산업단지별 주요지표 산업단지/산업분류별 등

- 품목편(10명 이상) :

∙ 품목분류별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 및 연말재고액(사업체수, 생산액, 출

하금액, 완제품 연말재고액),

∙ 임가공품목별 사업체수 및 수입액,

- 기업체편(10명 이상) :

∙ 기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퇴직금제외), 생산액, 출하액, 완·반제품

재고품 연초재고액, 완·반제품, 재고품 연말재고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건설중인자산제외)연말잔액

<표 3-11> 광업ㆍ제조업조사 목적 및 수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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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운수업부문의 고용, 급여, 운수장비, 매출액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

사하여 산업구조 및 분포와 경영실태를 파악하여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조사대상
운수업을 영위(45개 업종)하는 기업체(326,066개)에서 표본 추출한

 6,847개 기업체 (32개 업종 : 전수조사, 13개 업종 : 표본조사)

조사항목 장비보유현황, 연간수송실적,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등  10개 항목

KOSIS

수록통계

∙ 산업별(기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장비대수 및 창고수, 매출액, 영업

비용, 부가가치, 유형자산),

∙ 산업 및 자본잉여금규모별, 전자상거래활용 등

<표 3-13> 운수업조사 목적 및 수록통계

제3절 에너지산업과 산업활동 현황

산업동향통계는 산업활동의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데, 이 역

시경제통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에 관한 통계조사를 바탕으

로 매월 또는 분(순)기별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를 말한다. 이러한 통계조사

의 예로는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전자상거래동향조사 등이 있다.

조사목적

-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업 부문의 생산, 출하, 재고량의 월별 변동 추이

를 지수화하여 월간 경기동향분석, GDP GRDP 추계, 노동생산성 측정

등의 기초자료로 이용

- 품목별 생산, 출하, 재고실적은 주요 물자수급 및 전망에 관한 기초자료

로 활용

- 제조업부문의 주요제품 생산능력 등을 조사하여 공급능력수준을 의미하

는 생산능력지수와 설비이용도를 나타내는 가동률지수 작성

KOSIS

수록통계

- 생산, 출하, 재고 :

∙ 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재별 제조업생산지수, 공업구조별 제조업생산

지수, 설비용기계류 생산지수, 기업규모별 제조업생산지수, 산업형태별

제조업생산지수, 제조업ICT생산지수

∙ 품목별 광공업 생산·출하·재고·내수·수출량, 제조업 재고율지수, 내수/

수출 광공업출하지수, 광역경제권/산업별지수, 명절과 조업효과 조정

광공업생산지수

- 생산능력, 가동률 : 제조업 생산능력 및 가동률지수, 제조업 평균가동률

<표 3-14> 광업 ․ 제조업동향조사 목적 및 수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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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정부의 경제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서비스생산지수와

소매판매액 통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KOSIS

수록통계

∙업종별 서비스업생산지수(2005=100)(경상지수, 불변지수, 계절조정지수),

서비스업 생산지수(특수분류)(2005=100)

<표 3-15> 서비스업동향조사 목적 및 통계

제4절 에너지물가지수 현황

주요 물가지수에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도시주택가격 동향조사 등이 있다. 생산자물가지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를 대상으로 하며 생산자가 출고하는 가격을 말한다. 소비자물가

지수는 가계에서 소비하는 재화를 대상으로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의 변동을 의미

하며, 수출입물가지수는 각각 우리 상품의 수출가격 변동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상품의 가격변동을 나타낸다.

1. 생산자 물가조사

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기업상호간에 거래되는 모든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수준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한국은행에서 생산자물

가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하고 있다.

생산자물가조사는 서울을 포함한 16개 시 지역에서 가격자료가 수집되고 있으며,

조사대상품목별로 대량생산지 또는 집산지를 중심으로 가격조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가격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급적 조사대상품목별로 거래비중이

크고 가격변동의 대표성이 있는 3개 내외의 조사대상처를 선정하고 농수산물의 경

우 각 지역의 조사대상처에서 품목별로 조사된 가격을 평균하여 당해지역의 평균가

격으로 하며 지역별가격을 단순 산술평균함으로써 전국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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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비자 물가조사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품목수 509개)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이는 통계

청에서 소비자물가조사를 실시하여 지수를 작성하고 있다.

3. 수출입 물가조사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입상품의 가격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작성

하는 지수로서 계약가격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에서의 품목별

국제시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지수는 수입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거나 수

출입 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 및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거나 수출입물가

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한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을 측정하는 데에 이용된다.

4. 에너지물가지수

에너지산업에서의 주요 품목 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

물가지수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생산자물가지수의 특수분류와 품목별분류에서 각각

에너지물가지수와 에너지품목별 물가지수를 도출할 수 있다. 특히 품목별 물가지수

는 석탄제품, 석유제품, 가스, 전력, 지역난방 등에 관한 26개 품목에 대한 생산자

물가지수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수에는 전기, 가스연료, 차량연료 등 14개 품목에 대한 소비자 가격

변동을 읽을 수 있다. 또한 수출입물가지수에서는 원유와 석유제품 및 석탄에 대한

품목별 가격정보를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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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국내 인플레이션 측정을 통한 경제분석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되

며 수급상황, 경기동향의 판단지표 및 디플레이터로 이용

KOSIS

수록 통계

가공단계별 물가지수 (2005=100)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특수분류, 품목별)(2005=100)

생산자물가지수-총지수(1910~1964)(2005=100)

<표 3-16> 생산자물가지수 조사 목적 및 수록통계

조사목적

최종 소비단계에서 나타나는 물가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지표로서 재

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작성하며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화폐의 구매력을 측정하는 수단, 2.경기판단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 3.주요

경제지표의 디플레이터로 활용

KOSIS

수록 통계

연도별/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전년/월비)

소비자물가지수(2005=100)(기본분류, 상품성질별, 신선식품, 생활물가)

품목별 소비자물가지수(기본분류, 상품성질별)

기타 소비자물가지수(농산물및석유류제외, 자가주거비용포함, 연쇄지수)

<표 3-17>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목적 및 수록통계

조사목적

수입상품의 국제가격 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효과를 예측하거나 수출입관

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 및 수입원가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출입물

가지수의 상호비교를 통해 가격측면에서의 대외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 데에

이용

KOSIS

수록 통계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 용도별, 특수분류, 품목별)

수출물가지수(기본분류, 특수분류, 품목별)

<표 3-18> 수출입물가지수 조사 목적 및 수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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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에너지산업과 국민계정 및 수출입 관련 통계 현황

1. 국민계정 

국민소득통계는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국민의 생활수준을 가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율, 저축율, 노동소득분배율 등 경제 상황에 대한 각종 분석지표를

작성하여 경제정책을 수립, 평가와 각종 경제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동 통계는 UN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계정체계(1993 SNA)에서 제

시한 편제기준에 따라 작성된다.

한국은행의 ECOS(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및 한국은행 내부 자료를 기본통계로

사용하여 에너지산업만 재분류하여 지표개발의 기초 정보로 도출할 수 있다. 다만

가스, 증기 및 온수공급업에 대한 세분화를 위해 한국은행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조사목적

국민소득통계를 통하여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그 국민의 생활수준을 가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저축률, 노동소득분배율 등 경제 상황

에 대한 각종 분석지표를 작성하여 경제정책을 수립, 평가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조사주기 분기 및 연간

조사범위 전국의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모든 경제주체

조사방법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기초통계를 입수하거나 조사대상 경제주체를 대상으

로 직접적인 설문 조사

적용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조사대상기간/

시점
분기 : 분기중, 연간 : 연중(1.1~12.31)

공표방법
보도자료, 경제통계시스템(ECOS), 계간국민계정, 경제통계연보(매년),

국민계정(매 5년)

공표범위
SNA에서 권고하는 기본 항목의 수준에서 공개(생산측 자료는 산업 중분류

수준에서 공개)

공표주기

분기속보치: 해당분기 종료 후 28일 이내

분기잠정치: 해당분기 종료 후 70일 이내

연간잠정치: 해당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연간확정치: 해당년도 종료 후 1년 3개월 이내

간행물명 계간국민계정, 경제통계연보, 국민계정

<표 3-19> 국민계정의 조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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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국제적으로 공인된 통계분류방식인 SITC분류체계에 의한 무역통계를 산출/

간행하여 정책입안자료로 제공

적용분류 SITC분류

수록통계
* 항목 : (HSK(10단위), MTI(6단위), SITC(5단위))

수출액, 수입액, 국가별 수출액,수입액

<표 3-20> 무역협회 무역통계의 목적 및 수록통계

2. 수출입통계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무역통계의 분류방법은 크게 HS 품목분류와

SITC 품목분류 방법이 있으며, 이 외에 국내의 MTI 품목분류와 같이 각국이 정책

필요에 따라 작성하는 분류방법이 있다.

HS(Harmonized System)는 관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국제적인 통일품목

분류표이며, SITC(Standard International Trade Classification)는 국제적으로 교역되

는 상품에 대한 무역통계자료를 수집하고 경제분석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안된 분류이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무역협회가 작성하고 있는 MTI(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에서는 종류가 비슷한 한 개 또는 몇 개의 HS code를 합하여

MTI 코드번호를 부여한다.

HS 품목분류가 산업별 분류를 기준으로 하되 가공 단계별, 제품 성질별로 너무

세분화함으로써 무역 관련 종사자나 정책담당자들이 무역흐름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데 반해, MTI 품목분류는 중분류, 대분류 집계를 통해 일반인들이 품목별, 산업별

수출입 흐름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이다.

현재 무역통계는 관세청에서 수출입동향, 무역통계월보, 무역통계연보 등을 발표

및 발간하고 있으며, 월별 수출입 동향 분석은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에서 각각 발표

하고 있다. 무역통계는 관세청(HS) 및 한국무역협회(HSK, MTI, SITC)의 무역통계시

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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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목적

기본원칙과 품목분류

- 기본원칙 : 한국도 국제적인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는 UN의 국제 무역통계

개념과 원칙을 사용하고 있다. 무역통계에는 한국 자원량의 증감을 유발시

키는 경제선을 통과하는 물품의 이동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 품목분류 : HSK가 수출입물품을 분류하는데 사용

조사대상 수출입물량 및 금액

작성방법

수출입신고서를 신고인(관세사)이 세관에 전산(EDI, 인터넷)신고

계상시점 : 수출입신고가 세관에서 수리된 때에 수출입물품이 무역통계에 계

상된다.

수록통계

* 통관실적 : 수출입 총괄(연도별, 국가별, 월별, 대륙별, 품목별(HS4단위), 경

제권별, 세관별, 종류별), 품목별 수출입실적(연도별, 월별, 국가별, 성질별,

성질별 국가별), 국가별 수출입실적, 남북 반출입실적, 시도지역별 수출입실적

* 화물통계 : 수출입 화물총괄(연도별, 월별), 중량 및 용적별, 컨테이너 단위별

<표 3-21> 관세청 무역통계의 목적 및 수록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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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주요 에너지산업 지표 개발

제1절 에너지산업 지표

에너지산업 지표는 각종 경제통계 및 지표에서 에너지산업 및 제품과 관련된 데

이터를 재분류 및 가공, 편집하여 국가산업 활동 중에서 에너지산업 활동에 관한 통

계정보를 발췌하여 에너지산업에 대한 지표자료로 사용한다.

1. 에너지산업구조 통계지표

산업구조통계에서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전체산업의 구조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기초로 에너지산업만 재분류한 통계를 말

한다. 에너지산업 구조통계는 기본적으로 에너지산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그 자

체로서의 활용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통계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계정,

산업연관표 등 국가 주요통계에서 에너지산업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그리

고 통계조사의 기초가 되는 사업체명부는 에너지산업의 업종별 심층조사를 위한 모

집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가. 지표개발 대상 통계

1) 에너지산업의 기초통계 지표

○ 전국사업체조사(매년) 통계

- 사업체구분별 사업체수, 종사자수(사업체수, 종사자수), 조직형태별,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지위별, 대표자성별, 종사자성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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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명 이용방법

1. 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의 KOSIS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기본통계로 사용

2. 경제총조사(신규)

○ 사업체, 종업원수 등 기초 산업구조 통계 이용

2) 에너지산업의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 관련통계 지표

○ 광업ㆍ제조업조사(매년) 통계

- 산업편(10명 이상) : 산업분류별 주요지표(사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출하

액, 주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연말잔액) 등

- 품목편 : 품목분류별 사업체수, 생산액, 출하 및 연말재고액(사업체수, 생산

액, 출하금액, 완제품 연말재고액) 등

- 기업체편 : 기업체수,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생산액, 출하액, 완·반제품, 주

요생산비, 부가가치, 유형자산 등

○ 도소매업조사(매년) 통계

- 산업별 총괄(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

비, 인건비, 임차료, 수도광열비, 기타경비, 연간급여액, 건물연면적(㎡)) 등

- 사업장면적규모별, 사업장점유형태별 건물면적, 일일영업시간별, 휴무일수

별, 상품매입처별, 상품판매처별, 판매관리기기 보유 등

○ 운수업조사(매년) 통계

- 산업별 총괄(기업체수, 종사자수, 급여액, 장비대수 및 창고수, 매출액, 영업

비용, 부가가치, 유형자산),산업 및 자본잉여금규모별, 전자상거래활용 등

○ 산업분류별 에너지산업의 산업구조 및 산업활동 자료 분류

- 에너지산업의 생산활동 관련 지표 이용

통계명 이용방법 통계적 보완(안)

1. 광업 제조업조사

통계청의 KOSIS 및 마이크로데이터 이용

전기,가스,증기통계

부가조사 필요

2. 도소매업조사 기존통계 이용

3. 운수업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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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너지제품의 수출입 통계지표

○ 한국무역협회 : SITC에 의한 무역통계(월)

- SKTC(HSK, MTI), SITC)별 수출액, 수입액, 국가별 수출액, 수입액

○ 관세청 : 무역통계(월)통관실적

- 수출입 총괄(연도별, 국가별, 월별, 대륙별, 품목별(HS4단위) 등)

- 품목별 수출입실적(연도별, 월별, 국가별, 성질별, 성질별 국가별)

- 국가별 수출입실적, 남북 반출입실적, 시도지역별 수출입실적

○ 주요 에너지제품의 수출입액 분류 및 구조분석(매월)

통계명 통계 이용(안) 비고

1. 무역통계 수출입 품목 중 에너지품목 분류(MTI 기준) 에너지품목별 분류(MTI 기준)

 나. 지표개발 및 통계분석 방법

○ 주요지표별 연간 경제동향 및 산업구조 변화 분석

○ 에너지산업 활동의 구조적 변화 및 동향분석

○ 에너지제품의 수출입(MTI 기준) 물량 및 가격 동향분석 등

2. 에너지산업 동향 지표

산업동향통계는 산업구조에 관한 통계조사를 바탕으로 산업활동의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월 또는 분(순)기별 산업의 흐름을 파악하는 통계를 말한다.

 가. 지표개발 대상 통계

○ 광업 제조업동향조사(매월) 통계

- 생산, 출하, 재고 : 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 품목별 광공업(생산·출하·재고·

내수·수출량)지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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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산업의 생산지수는 광공업 총지수의 8.7%, 제품출하지수는 9.9%, 재고

지수는 5.8%

광공업생산지수 생산지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

생산자제품

재고지수

업종별(2005=100) 가중치 가중치 가중치

총지수 10,000 10,000 10,000

광업 및 제조업 9,458.5 9,617.7 10,000

광업 36.5 26.7 24.3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8.7 5.4 6.2

석탄 광업 3.5 3.1 6.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5.2 2.3 -

제조업 9,422 9,591 9,975.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15.2 606.7 577.3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3.4 1.7 19.6

석유 정제품 제조업 311.8 605 557.7

전기업 및 가스업 541.5 382.3 -

전기업 및 가스업 541.5 382.3 -

전기업 479.5 284.7 -

가스업 62 97.6 -

<표 4-1> 에너지산업 생산지수의 가중치

○ 서비스업동향조사(매월) 통계

- 업종별 서비스업생산지수(2005=100)(경상지수, 불변지수, 계절조정지수), 서

비스업 생산지수(특수분류)(2005=100)

○ 서비스산업에서의 에너지산업(도소매 유통업)의 가중치는 서비스업 총 생산

지수의 2.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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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생산지수

업종별(2005=100) 가중치

0 총지수 1,000.00

G 도매 및 소매업 218.25

　G46 도매업 106.80

　　　G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15.42

　G47 소매업 100.70

　　G477 연료 소매업 9.31

　　　G4771 차량용연료 소매업 8.2

　　　G4772 가정용연료 소매업 1.11

<표 4-2> 연료 도소매업 생산지수의 가중치

○ 각 에너지산업별 동향지수 분류하여 활용

통계명 통계 이용(안) 비고

1. 제조업동향조사 업종별 통계 이용 £기존통계에서

에너지품목만 재분류 하여 재작성

지표개발2. 서비스업동향조사 업종별 통계 이용

 나. 지표개발 및 통계분석 방법

○ 에너지산업의 월별(전년동월/전월) 변동 추이분석

○ 에너지제품의 월별 변동 추이분석 등

3. 에너지산업 및 제품(품목) 지표

 가. 지표개발 대상 통계

○ 생산자 물가지수(매월) 통계

- 생산자물가지수(기본분류, 특수분류, 품목별)(2005=100),

○ 에너지제품의 생산자물가지수에서의 가중치는 총 1,000 중에서 93.8이며,

에너지원별로는 전력27.4, 경유 19.5, 도시가스 12.3, 휘발유 11.8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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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물가지수

(기본분류)(2005=100) 가중치 (품목별)(2005=100) 가중치 (특수분류)(2005=100) 가중치

A 총지수 1,000 광산품 0.6 A 총지수 1,000

　0 상품 735.6 무연탄(연탄제조용) 0.1 에너지 93.8

　　1 농림수산품 43.6 무연탄(발전용) 0.2 에너지이외 906.2

　　2 광산품 2.7 연탄 0.1

　　　201 연료광물 0.6 천연가스 0.2

　　　　20101 무연탄 0.3 코크스및석유제품 59.8

　　　　20102 연탄및천연가스 0.3 코크스 0.1

　　3 공산품 644.8 나프타 5.8

　　　306 코크스및석유제품 59.7 휘발유 11.8

　　　　3061 코크스제품 0.1 제트유 2.7

　　　　3062 석유제품 59.6 등유 4.7

　　　　　30621 원유정제유 52.7 경유 19.5

　　　　　30622 석유가스 4.6 중유 0.6

　　　　　30623 윤활유및그리스 1.6 방카C유 7.6

　　　　　30624 기타석유제품 0.7 프로판가스 1.2

　　　307 화학물질및화학제품 55.2 부탄가스 3.4

　　　　3071 기초화학제품 26.4 엔진오일 0.9

　　　　　30714 핵연료 0.1 유압유 0.3

　　4 전력,수도및도시가스 44.5 선박유 0.3

　　　401 전력 27.4 그리스 0.1

　　　402 수도 3 아스팔트 0.7

　　　403 도시가스및증기 14.1 원자로용핵연료 0.1

　5 서비스 264.4 전력,수도및도시가스 41.5

산업용전력 12.2

일반용전력 8.2

주택용전력 7

도시가스 12.3

증기 0.9

지역난방 0.9

<표 4-3> 에너지 생산자물가지수의 가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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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기본분류(2005=100) 가중치 품목별(기본분류)(2005=100) 가중치 품목별(상품성질별)(2005=100) 가중치

I.0 총지수 1,000 I.0000 총지수 1,000 I.0 총지수 1,000

A 식료품 · 비주류음료 140.4 　D04101 전기료 19 A 농축수산물 88.4

B 주류 · 담배 14.6 D042 가스료 17.6 B 공업제품 307.4

C 의복 · 신발 58.4 　D04201 LPG(취사용) 1.3 　B05 석유류 53.9

D 주거 및 수도 · 광열 170.4 　D04202 도시가스 16.1 　　B05D04201 LPG(취사용) 1.3

　D04 광열 43.7 　D04203 부탄가스 0.2 　　B05D04203 부탄가스 0.2

　　D041 전기료 19 D043 연료 7.1 　　B05D04302 등유 5.4

　　D042 가스료 17.6 　D04301 연탄 0.1 　　B05G02101 휘발유 31.2

　　D043 연료 7.1 　D04302 등유 5.4 　　B05G02102 경유 10.9

E 가구집기 · 가사용품 41.7 　D04303 지역난방비 1.6
　　B05G02103
LPG(자동차용) 4.9

F 보건의료 51.6 G021 차량연료 47 　B08 기타 44.2

G 교통 109 　G02101 휘발유 31.2 　　B08D04301 연탄 0.1

　G02 차량연료 · 운영비 57.4 　G02102 경유 10.9 C 집세 97.5

　　G021 차량연료 47 　G02103 LPG(자동차용) 4.9 D 공공서비스 163.1

H 통신 60.2 　D01 공공서비스 163.1

I 교양 · 오락 56.3 　　D01D04101 전기료 19

J 교육 110.9 　　D01D04202 도시가스 16.1

K 외식 · 숙박 132.7 　D04303 지역난방비 1.6

L 기타 잡비 53.8 E 개인서비스 343.6

<표 4-4> 에너지 소비자물가지수의 가중치 

○ 소비자물가지수(매월) 통계

- 연도별/월별 소비자물가 등락률(전년/월비), 소비자물가지수(2005=100), 품

목별 소비자물가지수 등

○ 소비자물가지수(소비자 지출목적)에서의 에너지품목의 가중치는 총 1,000 중

에서 90.7로서 차량연료 47.0, 전기료 19.0, 가스료 17.6, 연료 7.1 순임.

○ 수출입물가지수(매월) 통계

- 수입물가지수(기본분류, 용도별, 특수분류, 품목별), 수출물가지수(기본분류,

특수분류, 품목별)

○ 수입물가지수(품목별)에서의 에너지품목의 가중치는 총 1,000 중에서 237.7인데,

에너지원별로는 원유 169.2, 액화천연가스 35.6, 나프타 25.7, 유연탄 19.6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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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 수출물가지수

(기본분류)(2005=100) 가중치 (품목별)(2005=100) 가중치 (특수분류)(2005=100) 가중치

A 총지수 1,000.0 총지수 1000 총지수 1000

3041 석유제품 59.4 휘발유 3.5 식품및산동물 10.8

제트유 14.6 음료및담배 2.1

등유 1.1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3.5

나프타 5.4 광물성연료윤활유및관련물질 59.4

경유 21.7 화학물및관련제품 107.8

방카C유 9.2 재료별제조제품 159.7

윤활유기유 2.8 기계및운수장비 592.4

석유아스팔트 1.1 기타제조제품 60.1

달리분류되지않은상품및취급물 4.2

에너지 50.1

에너지이외 949.9

<표 4-6> 에너지 수출물가지수의 가중치 

수입물가지수

(기본분류)(2005=100) 가중치 (품목별)(2005=100) 가중치 (특수분류)(2005=100) 가중치

A 총지수 1,000.0 A 총지수 1,000.0 A 총지수 1,000.0

　1 농림수산품 37.6 원유 169.2 200 식품및산동물 40.7

　2 광산품 248.0 화천연가스 35.6 201 음료및담배 2.7

　　201 연료광물 227.3 유연탄 19.6 202 비식용원재료(연료제외) 56.8

　　202 기타광물 20.7 무연탄 1.7
203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물질 267.0

　3 공산품 714.4 우라늄 1.2 204 동식물성유지및왁스 2.1

　　305 석유화학및고무제품 145.7 휘발유 1.3 205 화학물및관련제품 99.5

　　　3051 석유제품 39.1 나프타 25.7 206 재료별제조제품 143.7

　　　　30511 원유정제유 30.6 경유 0.5 207 기계및운수장비 323.9

　　　　30512 석유가스 8.5 방카C유 0.8 208 기타제조제품 60.0

윤활유 2.3
209 달리 분류되지않은 상품

및 취급물 3.6

프로판가스 4.8 501 에너지 237.7

부탄가스 3.0 502 에너지이외 762.3

액화가스 0.7

<표 4-5> 에너지 수입물가지수의 가중치 

○ 수출물가지수(품목별)에서의 에너지품목의 가중치는 총 1,000 중에서 50.1로,

에너지원별로는 경유 21.7, 제트유 14.6, 방카C유 9.2 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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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수별 주요 에너지 제품별 지수 분류하여 활용

통계명 통계 이용(안) 비고

1. 생산자물가지수 품목별, 특수분류별 통계 이용 £기존통계에서

에너지품목만 재분류 하여

재작성 지표개발

2. 소비자물가조사 기본, 상품성질별 통계 이용

3. 수출입물가조사 주요 품목별 통계이용

 나. 지표개발 및 통계분석 방법

○ 에너지제품의 월별(전년동월/전월) 변동 추이분석

○ 에너지제품의 성질(용도)별 월별 지수 변동 추이분석 등

4. 국민계정과 에너지산업 통계지표 개발

○ 국민계정(분기) 공표범위

- SNA에서 권고하는 기본 항목의 수준에서 공개(생산측 자료는 산업 대분류

수준에서 공개)

(2008년 산업연관표) 국민계정

기본부문(403부문) (81부문)

030 031 무연탄 유연탄 6 석탄

032 033 원유 천연가스(LNG) 7 원유및천연가스

131 132 연탄 기타석탄제품

19 석유및석탄제품
133 134 135
136 137 138

나프타 휘발유 제트유 등유
경유 중유

139 액화석유가스

140 141 윤활유제품 기타석유정제품

298 299 300 301 수력 화력 원자력 기타발전 45 전기

302 도시가스
46 가스,증기및온수공급업

303 증기 및 온수공급업

321 322 도매 소매 49 도소매업

59 육상운송 51 운수및보관

<표 4-7> 국민계정과 산업연관표의 분류기준 비교

○ 산업지표의 중분류(81개) 이하 소분류 단계에서 에너지산업 부문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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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 대분류(21) 총조사
연간

조사

보완조사

부문
비고

년 2011년 5년 년 년

B 광업

(석탄, 석유 및 천연가스)
전국

사업체

조사

경제

총

조사

산업

총

조사

광업

․제조업

조사

전기,가스,

증기업

부가조사

필요

산업총조사

조사표 이용

(산업간 비교

분석 가능)

C 제조업

(코크스,연탄, 석유정제품)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열)

G 도매 및 소매업

(연료 도소매업)

전국

사업체

조사

경제

총

조사

서비스업

총조사

도소매업

조사

H 운수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운수업

조사

<표 4-8> 경제통계의 에너지산업 관련 현황

제2절 에너지산업구조의 지표 개발

1. 에너지산업 조사통계 현황

 가. 에너지산업 관련 산업구조 조사통계 현황

에너지산업구조통계는 일반적으로 사업체 또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특정

산업의 규모나 전체산업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에너지

산업이 포함된 산업구조통계로는 광업 제조업조사(통계청), 도소매업조사(매년), 운수

업조사(매년)가 있다. 그러나 네트웍산업인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업총조사(경제총조사)에서 5년 주기로 조사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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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에너지제품

1 B 광업

5100 석탄광업  무연탄

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원유, 천연가스(채굴한 것)

62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 관련 서비스업

2 C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코크스, 코크스로 가스 등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연탄, 가공탄(마세크탄, 괴탄 등)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원유, 석유정제품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윤활유, 그리스

19229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품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핵연료 가공업(우라늄 농축)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우라늄 제련, 정련

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351 전기업(발전, 송전, 배전) 발전(원자력, 수력, 화력 등), 전력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연료용가스(LNG, 도시가스)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열(증기, 냉·온수)

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5 G 도매 및 소매업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도매업 석탄, 코크스, 연탄, 신탄, 핵연료 등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도매업 원유, 석유제품, 윤활유, 알콜연료 등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도매업 천연가스(LNG), LPG 등

<표 4-9> 에너지산업 관련조사 대상업종 및 제품

 나. 조사 대상 업종 및 제품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에너지산업은 소분류 15개 세세분류 27개로 구성되어 있다.

에너지산업분류의 대상 산업은 에너지관련법과는 달리 유통, 운송 등의 활동은 에

너지 생산활동으로 보지 않고 에너지 관련제품의 채굴, 제조 및 공급활동만을 포함

하고 있다. 즉, 에너지제품의 도소매업과 파이프라인 운송업(대한송유관공사) 등은

제외 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고려되어질 수 있다고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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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IC 한국표준산업분류-에너지산업분류 에너지제품

47711 차량용주유소운영업 휘발유, 경유, 바이오디젤 등

47712 차량용가스충전업 LPG(부탄), 천연가스

47721 가정용고체연료소매업 연탄, 신탄, 착화탄 등

47722 가정용액체연료소매업 휘발유, 등유, 경유, 방커유 등

47723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프로판, 부탄 등

6 H 운수업

49500 파이프라인운송업 원유,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

2. 에너지산업부문 보완 조사 방안

 가. 조사가 필요한 산업

○ 현재 산업구조 통계조사(매년) 중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경우 매년 실

시하는 조사통계가 없다. 즉, 광업․제조업통계조사로는 부족한 D 전기, 가스

및 수도업에 대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

- 전기, 가스 및 증기사업의 경우 한국전력통계와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와

비승인 통계 및 업계의 자료를 이용하여 활용하고 있다.

○ 현재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작성에 전기, 가스 및 증기업에 대한 조사통계

자료가 없어 업계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업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 정부 승인통계인 한국전력통계,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와, 비승인 통계인 한

국가스공사의 경영통계, 한국도시가스협회의 도시가스편람, 한국지역난방

공사 및 한국열병합발전협회의 웹사이트 자료 등을 통해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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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분
산업연관표 이용자료 국민계정 이용자료

발간물명 자료명 발간기관

2. 광업

광산물수급현황 광산물수급통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탄생산량 대한석탄협회

탄가안정대책지원금 석탄합리화사업단

3. 제조업
석유석탄

제품

석유류수급통계 한국석유공사

석유연보 대한석유협회

생산액자료 POSCO

정유회사(SK, LG-Caltex, 인천정유, 현대정유, S-oil)자료

한국전력공사의 자료 한국전력공사

주요전력통계속보 한국전력공사

4. 전력,

도시가스,

열공급업

전력

한국전력통계 한국전력공사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분석 상용자가발전실적 한국전력거래소

결산서(전력업)
한국전력공사 전력거

래소 발전자회사

전력판매속보 한국전력공사

핵연료도입단가 한국수력원자력

도시가스

한국가스공사결산서 결산서(가스업) 한국가스공사

LNG도입실적 한국가스공사

가스판매실적
한국가스공사,

32개 도시가스사

도시가스사업편람 한국도시가스협회

각 도시가스회사 결산서 각 도시가스회사

열공급업

한국지역난방공사 결산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업체 결산서
각 집단에너지 업체

별 결산서

열공급판매실적 28개집단에너지사업자

집단에너지사업자료 에너지관리공단

5. 도소매 석유연보 대한석유협회

<표 4-10> 국민계정 및 산업연관표 작성관련 주요 에너지산업의 이용자료

자료: 한국은행(2006), 「분기국민소득추계편람」

 나. 산업총조사의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조사항목 비교

산업총조사 기준 전기, 가스 및 증기업의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은 공통조사 항목과

특성조사 항목으로 구분된다. 항목별 비교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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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체조사 산업총조사(2003～2003)

 조사표 항목 - 조사표 Ⅰ-1, 2, 3 - 조사표 Ⅱ - 조사표 Ⅲ - 조사표 Ⅳ

(광업 제조업) (전기업) (가스업) (증기 및 온수공급
업)

19개 항목 9개 항목 10개 항목 9개 항목

- 사업체명/

대표자명
(1) 사업체명 및 소재지

- 창설연월 (2) 본사소속 타공장 유무 (2) 사업체구분

- 소재지 (3) 본사명 및 소재지

- 조직형태 (4) 경영조직

- 사업의 종류 (5) 자본금 또는 출자금 (3) 자본금 또는 출자금

(6) 부지 및건물 연면적

- 종사자수 (7) 종사자수및연간급여액 (4) 종사자수 (2) 종사자수 (2) 종사자수

(5) 연간 급여액 (3) 연간급여액 (3) 연간 급여액

(7) 연간 주요전력량 (6) 연간 생산량 (5) 연간 생산량

(9) 연간 증기생산 및 판매(량)

- 연간매출액
(8) 연간 출하액(매출액)

및 수입액
(6) 연간 판매전력량

및 판매수입액
(7) 연간 판매량 (6) 연간 판매량

(8) 연간 판매수입액 (7) 연간 판매수입액

(9)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8)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9)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8) 연간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일
반관리비

(10) 영업손익내국소비세

(11) 연간 기술연구개발비
및 기술도입비

(12) 유 무형고정자산 (12) 유형자산
(10) 유형자산 연말잔
액

(9) 유형자산 연말잔
액

(13) 연간 제품출하액
및 재고액 내역

(14) 주요 생산공정

(15) 연간 임가공(수탁
제조)수입액의 품
목별 내역

(16) 재고액 (5) 재고량 및 재고액

(17) 연간 수원별 용수량

(18) 연간 에너지 사용량 (10) 연료사용액(량)

(19) 환경오염방지시설
자산 연말잔액

(11) 연료재고액(량)

- 사업자등록번호 * 송배전시설 (4) 배관시설 (4) 배관시설

<표 4-11> 산업총조사의 전기, 가스 및 증기업 조사항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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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에너지산업2)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규모

사업체수 조사대상
기업

(사업체)
모집단 자료

0 전산업(에너지산업) 23,977

(유통,수송 제외) (1,156)

B 광업 16

B051 석탄 광업 11 탄광 7개 탄광 석탄협회 자료

B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3 동해유전 1개사 한국석유공사 자료

B080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
련 서비스업 2 동해유전 1개사 한국석유공사 자료

<표 4-12> 에너지산업 모집단 자료

 다. 조사방법 및 검토사항

○ 조사통계간의 상호 비교를 위한 조사항목 연계는 경제총조사 조사표(전기,

가스, 증기업) 이용

○ 에너지산업 보완조사의 조사 방법(안)은 경제총조사의 전기․가스 및 수도

사업의 조사방법 이용

○ 조사단위 검토

- 기업체 단위조사(기업체란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

적 경영단위로서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입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을 독립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단위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기

업집단이나 계열사가 아닌, 법적인 단일체)

3. 신규 에너지산업 실태조사 방안

 가. 에너지산업에 대한 신규 조사통계 개발(안)을 위한 기법 검토 

○ 에너지산업 대상 모집단 비교

- 900여개 사업체(신재생에너지, 유통업 제외) 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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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에너지산업2)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 규모

C 제조업 265

C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
조업

3 제철산업 3개 공장 포철, 현대제철

C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
품 제조업

49 연탄공장 52개 공장 한국광해관리공단
자료

C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 정유사 5개 정유사

SK에너지, GS칼
텍스, SK인천정유,
현대오일뱅크,
S-OIL

C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4
석유화학/
수입사 39개사 한국석유공사 자료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75

D351 전기업 631 발전사업자 425 사 전력거래소 회원사

상용자가발
전사

87개소 전력거래소 조사
대상 자료

D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199 천연가스 3개사
한국가스공사,
POSCO, K-Power

도시가스사 33개사
한국도시가스협회
회원

D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45
집단에너지
사업자

66개 사업
자

에너지관리공단(집
단에너지자료집)

소형열병합 191개소
에너지관리공단(소
형열병합) 자료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
지보급통계

20개 세부
분야

신재생에너지 전
문기업(5,800 여개)

G 도매 및 소매업 22,804

G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2,350 한국석유공사 자료

G477 연료 소매업 20,454 한국석유공사 자료

H 운수업 (49~52) 17

H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17 1개사 대한송유관공사

2) 전국사업체조사(2008),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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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에너지산업 실태조사의 추진과 검토사항

○ 조사목적

-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구조 및 분포 및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

여 에너지정책수립,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에너지산업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에 목적이 있다.

○ 조사대상 및 범위 설정

- 대상객체 : 12월 31일 현재 에너지기본법 및 에너지산업(표준산업분류/특

수분류)을 영위하는 사업체

- 연간조사로 매년 조사 실시(광업 제조업조사 주기 참조)

- 조사범위 : 에너지기본법 및 에너지산업(표준산업분류/특수분류)

○ 조사단위 검토

- 사업체 단위 : 일정한 장소에서 재화의 생산, 판매, 서비스제공 등 유형의

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예: 공장, 작업장, 광업소, 출장소,

영업소, 본사․본점, 연락사무소도 별배의 조사단위)를 조사단위로 한다(전

국사업체조사 기준)

- 기업체 단위 : 독립적으로 소유되고 통제되는 법적 또는 제도적 경영단위

로서 자율적으로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수입 지출

및 자금관리에 관한 재무제표 즉,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타 기록을 독

립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단위로 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기업집단이

나 계열사가 아닌, 법적인 단일체

※ 기업체와 사업체의 관계 : 기업체는 하나 이상의 사업체로 구성될 수 있

다. 예컨대 1개의 기업체가 여러 장소에서 활동을 할 경우 장소별로 별개

의 사업체로 본다.

○ 조사방법론 검토

- 조사표설계 : 산업총조사의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의 조사표 이용

- 표본설계 : 업종별로(전수, 표본) 분리조사 검토(전국사업체조사 모집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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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방법 검토

- 기입방식 : 사업체 응답자가 직접 작성(자계식)하는 방식으로 조사

- 조사방법 : 방문, 우편, 인터넷 조사

○ 조사체계 검토

- 에너지원별 협회를 이용하는 방(안)

- 직접 조사원을 고용하여 조사하는 방(안)

○ 자료제공 검토

- 공표방법 : 보도자료, 인터넷 게재

- 간행물발간 : 조사보고서 발간

- 공표범위 : 에너지산업별 세세분류별, 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등

제3절 향후 에너지산업부문 지표개발 방향

1. 에너지산업 관련 통계분석 기능 개발

 가. 통계조사 기관의 통계시스템을 이용한 에너지산업 관련 통계지표 발굴

에너지산업 관련 통계분석 기능 개발을 위해서는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지경부(분야별전문통계사이트) 등 정부 및 각 작성기관들의 통계제공 정보 및 통계

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하여 에너지산업 관련 통계 지표를 발굴 강화하여야 한다.

○ 통계청, 한국은행 등 정부 각 기관들의 통계제공 정보들을 적극 활용하여 에

너지산업 관련 통계 지표 발굴 강화

- 산업구조통계 : 전국사업체조사, 경제총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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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 법률 한국표준산업분류(에너지산업)

에너지기본법 KSIC 특수분류(9차) 에너지산업분류

광업법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네트워크산업)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B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C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129 우라늄, 토륨광석·농축

D351 전기업

D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D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석탄산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G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G477 연료 소매업

송유관안전관리법 H49500 파이프라인운송업

해저광물자원개발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표 4-13> 에너지산업관련법과 산업분류 

- 산업동향통계 :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 물가지수 :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

- 국민계정 및 수출입통계 : 무역통계, 국민계정

 나. 에너지산업의 구조 및 산업동향 등의 통계분석 기능 확충(년간)

에너지산업의 구조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기능 확대(년간)을 위해서는

에너지산업의 구조와 분포, 산업활동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개발 및 분석 시스템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는 에너지산업의 포괄범위(생산ㆍ수입ㆍ

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의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기능이 갖추어져야 한다.

○ 에너지산업의 구조와 산업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

○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수급 관련하여 포괄적인 산업통계 분석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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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에너지산업 활동 및 경기변동을 조기에 판단할 수 있도록 통계 확충(매월)

동향분석 기능의 확충(매월)을 통하여 에너지산업의 생산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생산지수(산업 및 서비스업) 개발기능의 확충이 있어야 한다.

○ 에너지산업의 종합적인 생산동향 분석을 위한 산업별 생산지수 개발

○ 연료 도 소매업 경기동향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서비스업생산지수 개발

 라. 에너지물가지수 분석체제 확충(매월)

에너지가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에너지물가지수 분석체제 확충(매월)을 위해 생

산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제품(품목 가중치) 동향 분석,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에

너지제품(품목 가중치) 추이 분석을 위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생산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제품(품목 가중치) 동향 분석

○ 소비행태 변화를 반영한 에너지제품(품목 가중치) 추이 분석

2. 국가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조사

국가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한 에너지산업 구조조사 실시 방안도 검토되어

야 한다. 에너지산업통계조사를 위한 방안으로는 전에너지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방법과 정부의 산업구조통계조사에서 미실시하고 있는 에너지네트웍 산업(전기, 가

스, 열에너지)을 중심으로 보완조사를 실시하는 방법이 있다.

○ 에너지산업통계조사 실시 (1안 : 전에너지산업)

-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에너

지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통계조사 실시

- 기업체단위 조사(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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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안 : 보완조사

-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 등 종합적인 에너지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통계조사 부문에서 미실시되고 있는 전기 가스 및 증기사업의 통계

보완조사 실시

- 사업체단위 조사(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와 보완)

1안(전에너지산업)의 경우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산업구조통계조사 방법으로 기

업체단위 조사(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와 중복성 문제)가 있다.

2안(보완조사)경우 산업구조통계조사 부문에서 미실시하고 있는 전기 가스 및 증

기사업의 통계 보완조사로 사업체단위 조사(통계청 산업구조통계조사와 보완)가 있다.

3. 에너지산업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에너지산업통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경제사회 전반의 통계정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통계청(KOSIS, e-나라지표, 마이크로데이터서비스 등) 및

한국은행(ECOS :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무역협회(수출입무역통계) 등의 각종 통계작

성 기관별 에너지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가공․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에너지산업

의 심층적 정책연구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KESIS)함으

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수가 있다.

4. 해외 에너지산업통계 확충 및 국제비교 지표 개발

향후 현재 UN, IEA 등의 국제기구들과 해외 각국의 에너지산업, 수급, 가격, 개발

등의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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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2008 2008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 % %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체수 종사자수

0 전산업 3,264,782 16,288,280 23,977 166,196 0.734 1.020

(유통,수송제외) 1,156 68,893 0.035 0.423

B 광업 1,757 18,447 16 4,511 0.911 24.454

B051 석탄광업 11 4,379 11 4,379

B052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3 91 3 91
B0801 원유및천연가스채굴
관련서비스업

2 41 2 41

C 제조업 320,053 3,277,271 265 11,001 0.083 0.336

<표 5-1> 에너지산업 사업체 및 종사자현황(2008년)

제5장 에너지산업 지표 분석

제1절 국내 에너지산업 일반현황 지표

○ 에너지산업3)의 사업체 수는 전산업의 0.73%(23,977개)를 차지하는 반면, 종사

자수는 1.02%인 166,196명.

○ 이중 에너지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에너지산업(유통업 제외)의 사업

체수 1,156개(0.04%), 종업원수 68,893명(0.42%) 임.

○ 연료 및 관련제품의 도매업 연료소매업의 사업체수가 22,804개, 종사자수가

96,70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전기업,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업, 증기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경우 사

업체수(875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종사자수(53,381명)를 보유하고 있음.

3) 에너지산업이란 표준산업분류체계 대분류 B, C, D의 에너지공급업과 G, H의 에너지유통업을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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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2008 2008 에너지산업 에너지산업 % %

C19101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3 106 3 106

C19102 연탄및기타석탄가
공품제조업

49 642 49 642

C1921 원유정제처리업 19 7,515 19 7,515

C1922 석유정제물재처리업 194 2,738 194 2,738

D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412 68,029 875 53,381 61.969 78.468

D351 전기업 631 42,331 631 42,331

D352 가스제조및배관공급업 199 8,527 199 8,527

D353 증기, 냉온수및공기조절공급업 45 2,523 45 2,523

G 도매 및 소매업 859,794 2,544,849 22,804 96,705 2.652 3.800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224,010 944,925

G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2,350 14,888 2,350 14,888

G47 소매업 612,848 1,497,917

G477 연료 소매업 20,454 81,817 20,454 81,817

H 운수업 (49~52) 340,522 927,042 17 598 0.005 0.065

H49 육상운송 및파이프라인운송업 316,283 702,788

H49500 파이프라인 운송업 17 598 17 598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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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에너지산업의 사업체수 및 종업원수(2008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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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에너지산업의 생산활동 지표

1. 광업ㆍ제조업 조사 

○ 2008년도 광업․제조업 조사에서 에너지산업의 사업체수는 137개(0.2%)에 불

과한데 비해 출하액은 118.2조원(10.6%)에 이를 정도로 에너지산업체의 사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형임.

- 광업․제조업 부문의 원유정제처리업의 출하액은 115.7조원으로 광공업부문의

에너지산업 생산액의 대부분을 차지함.

- 다음으로 윤활유 및 그리스제조업의 출하액(1.7조원)이 높으며, 이에 비해 석

탄광업은 0.3조원에 불과함.

산업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출하액

(10억원)

주요생산

비(10억원)

부가가치

(10억원)

유형자산
연말잔액
(10억원)

광업 및 제조업 58,823 2,466,716 1,115,798 756,152 369,322 352,688

(에너지산업)
137 14,461 118,240 101,383 17,262 13,946

0.2% 0.6% 10.6% 13.4% 4.7% 4.0%

광업(05~08) 364 12,453 2,489 796 1,692 1,710

석탄, 원유및천연가스광업
9 4,296 412 100 294 693

2.5% 34.5% 16.6% 12.5% 17.4% 40.5%

석탄광업 8 4,211 313 88 207 500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1 ... ... ... ... ...

기타광업지원서비스업 1 ... ... ... ... ...

제조업(10~33) 58,459 2,454,263 1,113,309 755,356 367,630 350,978

(에너지산업) 21.9% 0.4% 10.6% 13.4% 4.6% 3.8%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28 10,165 117,828 101,283 16,969 13,253

코크스및관련제품제조업 3 56 12 7 5 10

연탄및기타석탄가공품제조업 33 543 149 162 - 13 40

원유정제처리업 12 7,491 115,655 99,513 16,571 12,864

윤활유및그리스제조업 48 1,212 1,671 1,363 306 224

기타석유정제물재처리업 32 863 341 238 100 114

<표 5-2> 광공업 부문의 에너지산업 주요지표(10명 이상)

자료 : 통계청, 광업 제조업조사(2008년)



68  에너지산업분류 및 주요지표 개발 방법 연구

               코크스 및 관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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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광업제조업의 에너지산업 비중(부가가치)

2. 도소매업조사

○ 에너지산업 중 사업체의 수적 비중이 가장 큰 에너지제품의 유통업체는 전

체 도소매업의 2.7%에 불과한 22,804개 임. 한편 종사자 수로는 3.8%에 해당.

○ 이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비용은 각각 10%를 상회하는데 이는 단위 사업체당

거래규모가 타 도소매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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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영업비용

G 도매 및 소매업(45~47) 859,794 2,544,849 653,349,194 606,867,584

(에너지산업) 22,804
(2.7%)

96,705
(3.8%)

68,399,195
(10.5%)

65,835,733
(10.8%)

G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224,010 944,925 399,932,572 377,682,610

G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2,350 14,888 24,924,936 24,164,758

G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156 619 477,900 450,296

G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1,740 10,289 17,665,036 17,257,398

G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54 3,980 6,781,999 6,457,064

G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612,848 1,497,917 216,962,163 194,559,564

G477 연료 소매업 20,454 81,817 43,474,259 41,670,975

G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13,846 68,520 41,000,123 39,401,438

G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12,438 57,995 34,276,573 32,926,468

G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1,408 10,525 6,723,550 6,474,970

G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6,608 13,297 2,474,136 2,269,538

G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309 490 17,347 13,710

G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2,869 4,746 997,935 926,663

G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3,430 8,061 1,458,855 1,329,165

<표 5-3> 도소매업 부문의 연료산업 주요지표(2008년)

자료 : 도소매업 조사(2008),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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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에너지관련 도소매업 현황(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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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품목명
2008 2009 2008 2009

수입(CIF, 1,000$) 수출(FOB, 1,000$)

MTI 총계(MTI, HSK, SITC) 435,274,737 323,084,521 422,007,328 363,533,561

MTI 13 광물성연료 141,474,686 91,160,322 37,691,423 23,070,701

(비중) 32.5 28.2 8.9 6.3

HSK 27
광물성연료.광물유.이들의증
류물,역청물질,광물성왁스

142,515,688 91,669,969 38,454,691 23,785,976

SITC 3 광물성연료,윤활유및관련물질 142,514,781 91,669,187 38,454,691 23,785,961

(비중) 32.7 28.4 9.1 6.5

<표 5-4> 수ㆍ출입 무역 통계

3. 운수업

○ 파이프라인운송업은 전국사업체조사에서는 17개 사업체의 598명으로 조사,

그러나 운수업조사에서는 1개 기업체로 조사.

○ 사업체가 1개 또는 2개인 경우 집계표 공표하지 않음.

산업별 기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매출액

(백만원)

부가가치

(백만원)

H 운수업 339,991 1,051,304 127,622,111 46,522,831

H49 육상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321,551 889,092 46,147,308 24,557,693

H495000 파이프라인 운송업 1 ... ... ...

자료 : 통계청, 운수업 조사(2008)

4. 무역통계

○ MTI4) 기준 2009년 에너지수입은 총수입액의 28.2%, 수출은 6.3%임.

○ MTI의 에너지 수입액은 HS(27)와 SITC(3)의 수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4) MTI는 수출입통계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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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품목명
2008 2009 2008 2009

수입(CIF, 1,000$) 수출(FOB, 1,000$)

HSK- MTI (HSK27- MTI13 차이) 1,041,002 509,647 763,268 715,275

0.24 0.16 0.18 0.20

MTI 131 원유 85,855,363 50,757,396 0 0

132 석탄 12,809,627 9,994,956 7720 1469

133 석유제품 17,534,021 12,764,940 37573028 22964913

134 천연가스 19,806,106 13,874,989 102 14

135 LPG 4,740,917 3,046,131 110565 104231

136 우라늄 728,652 721,911 8 73

MTI 1310 원유 85,855,363 50,757,396 - -

1321 무연탄 991,015 672,069 5,008 404

1322 유연탄 11,155,647 8,996,946 - 36

1323 갈탄 760 21

1324 토탄 13,541 10,191 1 5

1329 기타석탄 648,665 315,728 2,712 1,024

1331 휘발유 74,260 1,769 2,890,187 2,812,532

1332 경유 80,824 118,872 15,964,762 8,787,506

1333 제트유 및 등유 82,363 23,356 9,584,267 5,222,369

1334 나프타 15,395,416 10,687,057 2,190,042 1,627,970

1335 중유 779,149 1,114,931 2,794,526 1,537,976

1336 윤활유 617,195 450,025 2,885,275 1,927,209

1339 기타석유제품 504,813 368,929 1,263,968 1,049,352

1340 천연가스 19,806,106 13,874,989 102 14

1350 LPG 4,740,917 3,046,131 110,565 104,231

1360 우라늄 728,652 721,911 8 73

주 : 수출은 본선 인도가격(FOB), 수입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CIF)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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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에너지산업동향 및 물가지수

1. 산업 동향조사

 가. 광업ㆍ제조업 동향조사

○ 산업생산동향(광공업생산지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은 원지수의 경우 전년동

월비 등 장기시계열 분석시 이용하고, 계절조정지수는 전월비, 전분기 등 단

기 분석시 이용.

○ 2009년 에너지산업 생산은 2005(=100) 대비 10.9% 증가하여 총지수(광공업

및 전기가스업)의 18.9%의 증가율에 비해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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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2000 2005 2009 20101/4 2010.03 2010.04 2010.05

총지수 74.3 100.0 118.9 129.3 140.7 139.4 139.7

(에너지산업) 84.4 100.0 110.9 122.7 120.2 114.3 109.9

광업및제조업 74.4 100.0 119.1 128.8 141.1 140.4 141.2

광업 109.0 100.0 87.0 78.2 90.9 87.2 82.1

석탄,원유및천연가스광업 145.5 100.0 89.1 103.4 110.3 80.7 77.4

석탄광업 145.5 100.0 88.5 74.4 80.1 79.4 66.4

원유및천연가스채굴업 - 100.0 89.6 122.9 130.7 81.5 84.8

제조업 74.3 100.0 119.2 129.0 141.3 140.6 141.4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02.9 100.0 102.0 99.2 98.4 103.2 103.7

코크스및연탄제조업 72.9 100.0 90.5 101.7 91.2 79.5 58.4

석유정제품제조업 103.1 100.0 102.1 99.2 98.4 103.5 104.2

전기업및가스업 72.7 100.0 116.4 136.7 133.1 121.3 114.1

전기업및가스업 72.7 100.0 116.4 136.7 133.1 121.3 114.1

전기업 73.1 100.0 117.0 129.3 128.7 118.9 116.4

가스업 70.2 100.0 112.3 193.5 166.6 139.9 95.9

<표 5-5> 광공업1) 생산지수(원지수)

주 : 에너지산업생산지수는 산업별 생산지수와 가중치를 이용하여 게산한 수치임.

에너지업 생산지수(2005=100, 원지수)

석탄 광업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석유 정제품 제조업

가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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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에너지산업별 생산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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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2000 2005 2009 20101/4 2010.03 2010.04 2010.05

총지수 72.1 100.0 129.6 133.2 139.5 138.5 137.2

(에너지산업) 78.3 100.0 114.5 126.5 136.5 138.1 136.3

도매및소매업 82.8 100.0 120.9 125.0 130.9 129.3 131.8

도매업 85.1 100.0 119.7 123.8 132.5 130.9 130.3

연료및관련제품도매업 89.2 100.0 114.2 131.1 143.1 144.3 138.0

소매업 79.8 100.0 120.2 123.9 126.8 125.4 131.8

연료소매업 60.2 100.0 115.0 118.8 125.7 127.9 133.4

차량용연료소매업 57.9 100.0 123.9 123.8 134.2 138.3 146.4

가정용연료소매업 78.5 100.0 48.9 82.0 62.7 50.9 37.7

<표 5-6> 서비스업생산지수(경상수지)

 나. 서비스업 동향조사

○ 서비스업생산동향(업종별지수)의 경상지수는 월간 매출액 등을 지수화, 불변

지수는 경산지수에서 물가변동요인을 제거한 지수(업종 성장분석에 이용),

계절조정지수는 전월비, 전분기 등 단기 분석시 이용.

○ 2009년 연료도소매업 지수는 2005(=100) 대비 14.5% 증가하여 총지수(서비스

업)의 29.6%의 증가율에 비해 떨어짐.

연료 도소매업 지수(경상=2005=100)

차량용연료 소매업

가정용연료 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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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연료 도소매업생산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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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가지수

 가. 생산자물가지수

○ 국내생산자가 공급하는 에너지상품 및 일부 서비스의 가격수준 변동을 측정

하는 통계로서 수급상황 파악, 경기동향 판단지표 및 디플레이터 등으로 이용

○ 에너지산업별 지수와 품목별로는 26개 품목별로 생산자가격 변동을 제공

○ 2009년 에너지제품의 생산지물가수는 2005(=100) 대비 26.8% 상승하여 총지

수 10.9%의 증가율 보다 매우 높음.

계정항목코드별 2000 2005 2009 2010 1/4 2010. 03 2010. 04 2010. 05

총지수 91.0 100.0 110.9 113.1 113.7 114.6 115.2

에너지 75.0 100.0 126.8 135.6 136.4 138.2 138.7

에너지이외 93.1 100.0 109.2 110.8 111.3 112.1 112.7

상품 91.1 100.0 111.9 114.6 115.3 116.4 117.1

광산품 78.7 100.0 126.4 141.1 141.1 140.2 140.2

연료광물 84.5 100.0 143.4 155.8 155.6 155.3 155.3

무연탄 83.0 100.0 152.3 161.2 161.2 161.2 161.2

연탄및천연가스 90.9 100.0 134.5 150.2 149.9 149.4 149.4

공산품 88.8 100.0 111.2 113.5 114.0 115.1 116.3

코크스및석유제품 66.5 100.0 132.3 146.2 147.7 150.6 150.9

코크스제품 52.6 100.0 288.8 237.5 237.5 237.5 237.5

석유제품 66.6 100.0 132.0 146.0 147.5 150.5 150.8

전력,수도및도시가스 90.7 100.0 123.7 127.5 127.6 127.8 127.7

전력 98.8 100.0 111.8 114.9 114.9 114.9 114.9

도시가스및증기 78.7 100.0 149.2 155.0 155.5 155.7 155.4

서비스 91.0 100.0 108.0 109.2 109.1 109.5 109.6

<표 5-7> 에너지제품별 생산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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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에너지제품별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나. 소비자물가지수

○ 가구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

하기 위하여 작성한 지수

○ 전기, 가스연료, 차량연료 등 10개 에너지품목에 대한 소비자 가격 변동을 제공

○ 2009년 에너지제품의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100) 대비 1.9% 상승하여, 총지

수 12.8%의 증가율을 하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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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2000 2005 2009 20101/4 2010.03 2010.04 2010.05

총지수 84.9 100.0 112.8 114.6 115.0 115.6 115.7

전기료 103.8 100.0 101.9 101.9 101.9 101.9 101.9

전기료 103.8 100.0 101.9 101.9 101.9 101.9 101.9

가스료 81.5 100.0 137.1 142.4 142.7 142.6 142.5

LPG(취사용) 68.6 100.0 136.3 157.9 160.5 158.8 157.6

도시가스 82.8 100.0 137.1 141.2 141.2 141.2 141.2

부탄가스 86.0 100.0 140.8 143.1 146.8 148.1 147.3

연료 62.6 100.0 119.5 126.1 126.5 128.6 130.0

연탄 91.3 100.0 141.5 164.1 164.1 164.1 164.1

등유 62.5 100.0 111.3 118.7 119.2 121.9 123.8

지역난방비 - 100.0 145.7 148.8 148.8 148.8 148.8

차량연료 83.7 100.0 116.8 124.5 126.0 128.1 128.7

휘발유 86.2 100.0 112.1 118.4 119.7 122.1 122.7

경유 56.2 100.0 130.8 137.6 138.9 142.6 144.2

LPG(자동차용) 49.4 100.0 115.5 134.3 137.3 134.4 132.7

<표 5-8> 에너지제품별 소비자물가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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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8] 에너지제품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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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4 2010. 03 2010. 04 2010. 05

총지수 80.9 100.0 108.3 116.3 135.5 110.9 123.4 125.3 129.2 127.4

에너지 53.9 100.0 122.3 132.8 180.0 119.8 145.8 149.8 160.0 150.9

에너지이외 94.3 100.0 103.9 111.1 121.6 108.2 116.5 117.7 119.7 120.1

원유 53.0 100.0 124.3 137.4 188.1 123.8 152.3 155.2 167.5 154.0

액화천연가스 60.4 100.0 129.3 135.5 196.2 123.1 138.5 139.7 142.3 146.2

유연탄 45.1 100.0 98.7 91.5 91.4 80.5 97.6 112.4 124.3 124.9

무연탄 - 100.0 86.4 95.6 161.4 145.7 163.6 235.6 235.6 235.6

우라늄 92.8 100.0 116.9 140.2 147.7 136.6 136.2 136.2 136.2 136.2

휘발유 45.8 100.0 117.7 133.2 165.0 110.9 139.5 144.1 149.7 136.5

나프타 54.3 100.0 122.7 147.8 175.6 117.5 152.2 155.7 160.2 150.2

경유 48.8 100.0 122.6 132.9 185.0 108.2 132.2 136.4 147.3 136.1

방카C유 60.8 100.0 122.1 135.1 164.7 129.0 161.2 160.2 172.8 167.5

윤활유 81.9 100.0 108.7 113.6 132.2 146.5 146.4 146.4 146.4 146.4

프로판가스 68.4 100.0 115.2 129.8 166.1 108.7 158.9 157.8 156.7 156.7

부탄가스 66.9 100.0 114.0 130.7 166.3 110.2 154.4 151.5 151.5 151.5

액화가스 - 100.0 108.3 124.4 206.4 102.4 141.8 146.9 153.8 155.1

<표 5-9> 에너지제품별 수입물가지수

다. 수입물가지수 

○ 수출입 물가지수는 수출 및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통계로서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에 이용

○ 수입 물가지수에는 비중이 큰 원유, 천연가스, 나프타 등 총 1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가격 변동을 제공

○ 2009년 에너지수입물가지수는 2005(=100) 대비 19.8% 상승하여, 총지수 10.9%

의 증가율 보다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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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입물가지수(2005=100, 원화기준)

원유

액화천연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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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수 원유 액화천연가스 유연탄 무연탄 우라늄

[그림 5-9] 에너지제품별 수입물가지수 추이

 라. 수출물가지수

○ 수출물가지수에는 주로 석유제품들로 총 8개 품목에 대한 수출 가격 변동을 제공

○ 2009년 에너지수출물가지수는 2005(=100) 대비 10.9% 상승한 반면, 총지수는

-12.2%의 하락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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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에너지품목별 수출물가지수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4 2010. 03 2010. 04 2010. 05

총지수 104.5 100.0 98.4 99.0 102.9 87.8 93.1 93.6 95.2 93.9

에너지 53.5 100.0 117.6 131.2 180.9 110.9 137.2 140.3 150.2 139.8

에너지이외 109.8 100.0 97.4 97.3 98.8 86.6 90.8 91.1 92.3 91.5

휘발유 60.0 100.0 119.4 136.1 165.1 109.9 138.4 143.0 148.5 135.5

제트유 50.9 100.0 116.1 124.8 174.1 100.4 122.2 125.5 136.0 126.4

등유 50.9 100.0 118.0 127.5 177.8 102.5 124.8 128.2 138.9 129.1

나프타 55.5 100.0 121.6 145.2 172.9 115.8 149.9 153.3 158.1 148.1

경유 50.9 100.0 118.1 130.6 183.3 105.6 130.0 134.6 145.3 134.8

방카C유 60.6 100.0 118.3 141.5 192.4 141.2 179.1 177.9 186.5 175.8

윤활유기유 - 100.0 141.0 141.8 199.5 129.3 130.1 130.4 131.0 148.7

석유아스팔트 - 100.0 167.6 170.6 235.2 171.6 251.1 258.2 259.8 260.9

품목별 수출물가지수(2005=100, 원화기준)

총지수

방카C유

윤활유기유
석유아스팔트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2000.01 2001.01 2002.01 2003.01 2004.01 2005.01 2006.01 2007.01 2008.01 2009.01 2010.01 

총지수 휘발유 제트유 등유 나프타 경유 방카C유 윤활유기유 석유아스팔트

[그림 5-10] 에너지제품별 수출물가지수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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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에너지산업의 국민계정 관련지표

○ 에너지산업의 경제활동별 총부가가치 산출액은 약 26조원으로(2009년) 전산

업의 3.0%를 차지(도소매 및 운수업의 분류가 세분화되지 않아 제외)

(단위: 십억원)

2000 2005 2009
2009

1/4

2009

2 /4

2009

3/4

2009

4/4

2010

1/4

전산업 620,985 775,890 884,714 202,025 221,527 224,484 236,677 218,491

에너지산업 16,173 22,525 26,135 7,686 6,020 6,459 5,971 7,723

(에너지산업비중, %) (2.6) (2.9) (3.0) (3.8) (2.7) (2.9) (2.5) (3.5)

석탄 399 273 243 64 65 62 52 55

원유및천연가스 0 166 153 55 34 25 39 55

석유및석탄제품 4,942 6,704 6,798 1,690 1,539 1,805 1,763 1,600

전력 9,242 12,355 15,330 4,623 3,717 4,016 2,975 4,481

가스,증기및온수공급업 1,589 3,026 3,610 1,253 664 552 1,141 1,532

도소매업 59,768 64,194 71,307 16,544 17,839 17,779 19,145 17,964

운수및보관 29,472 35,292 39,224 9,288 9,837 10,104 9,995 10,164

<표 5-11> 경제활동별 GDP(실질) 추이

주 : 에너지산업은 광업, 제조업 및 전력 가스 및 증기업의 해당 에너지산업(도소매업, 운수업 제외)

석유및석탄제품

전력

가스,증기및온수공급업

-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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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원유및천연가스 석유및석탄제품 전력 가스,증기및온수공급업

[그림 5-11] 에너지산업의 GDP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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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산업의 개념과 분류를 명확하게 설정하거나 분류된

바는 없고, 다만 에너지 관련법과 통계작성의 기본 틀을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의

규정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제시하는 에너지산업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국한

하는 협의의 개념인데 비해, 에너지 관련법에서 제시하는 에너지산업은 에너지유통

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UN의 국제표준산업분류(ISIC), 우리나라의 한국표

준산업분류(KSIC)에서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원의 채굴, 제조 및 공급 활동을 하는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에너지산업의 범위를 에너지원의 채굴, 제조 및

공급 활동을 하는 산업인 석탄광업,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채취 및 관련서비스업,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제조업과 발전 및 송배전, 전기 가스 및 수도업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에너지기본법 제2조에서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

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에너지원별 개별법에서

는 동 정의에 정제업자, 주유소 등으로 구체적인 사업자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에

너지 관련법상의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의 공급과 유통을 총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에너지산업에 대한 범위를 에너지 관련 법률에서는 생산ㆍ수입ㆍ전환

ㆍ수송ㆍ저장 및 판매업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반면, 한국표준

산업분류에서는 에너지 연료 생산, 공급활동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의 관련 산

업만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에 의한 사업자에 비해 협의의 개념으로 바라보고 있다.

에너지산업 지표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1) 기존 경제통계를 활용하는 방법 즉, 에

너지산업 관련 통계의 가공 및 재편집을 통한 지표개발과 2) 실제조사를 통하여 얻

는 방법으로 구분된다.

에너지산업이 포함된 기초통계로는 전국사업체조사(매년), 경제 총조사가 있으며,



제 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3

에너지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광업 제조업조사(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운

수업조사가 있다. 산업활동의 지속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산업동향통계는 광업제

조업동향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가 있으며, 물가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는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 소비자물가지수(통계청), 수출입물가지수(한국

은행)가 있다. 그리고 국민계정(한국은행)과 무역통계(관세청, 한국무역협회) 등이 있다.

에너지지표 개발에 필요한 자료는 현재 통계청의 KOSIS 및 한국은행의 ECOS, 한국

무역협회, 관세청 등 통계작성기관들의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집할 수 있다.

또한 각종 통계정보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통계정보 가운데 에너지산업 및 제품에

대한 자료를 재분류 및 가공 편집하면 에너지산업의 지표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전국사업체조사(매년) 통계에서는 에너지산업 전체의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 기초

자료를, 광업 제조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운수업조사, 무역통계 등은 에너지산업의 산

업구조와 산업활동 관련통계를 분석하는 지표들을 제공할 수 있다. 산업동향통계인

광업 제조업동향조사와 서비스업동향조사에서는 에너지산업활동의 월별 변동 추이를

분석하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입물가지수에

서는 에너지제품의 월별(전년동월/전월) 변동 추이분석의 지표들을 생산할 수 있다.

기존 통계정보가 미비한 에너지산업통계는 실제조사를 통하여 얻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조사방법으로 전기, 가스, 열에너지산업에 대한 보완조사와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동 분야의 전기, 가스, 열에너지산업 구조

통계는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도 그 중요성이 가중될 것이다.

경제사회통계

에너지경제통계

국제통계
에너지수급

통계
에너지산업

통계
• 국제기구

• 주요국별

자원통계
(수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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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위상을 살펴보면, 사업체 개수는 23,977개이며, 이중

에너지유통 및 수송업을 제외한 공급업체는 1,156개에 불과하다. 종업원 규모에서는

각각 166,196명, 68,893명이다. 에너지산업의 사업체수나 종업원수가 전 산업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1% 수준 또는 그 이하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에너지산업의 GDP 규모는 약 3.0%로 사업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에서 에너지품목이 차지하는 가중치는 각각 9%를 상

회 할 만큼 중요하며, 특히 수입물가지수에서는 무려 23.8%를 차지하는 품목으로 자

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광공업부문만 보면, 에너지산업의 사업체수는 137개로 0.2%

에 불과하나, 생산액과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해당부문의 각각 10.5%와 4.7%를 차지

할 만큼 비중이 크다.

향후 에너지산업부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통계분석 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외 서비

스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표통계의 체계적인 관리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에너지산업 관련통계 분석기능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통계청,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지식경제부(분야별 전문 통계사이트) 등 정

부 및 각 작성기관들의 통계제공 정보 및 통계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기존 통계정보시스템은 통계청(KOSIS, e-나라지표, 마이크

로데이터서비스 등) 및 한국은행(ECOS : 경제통계시스템), 한국무역협회(수출입무역

통계) 등에 구축되어 있다. 동 시스템에서 에너지관련 통계정보를 수집․가공․분석

하고, 에너지산업에 해당하는 지표들을 개발하여 통합관리시스템(KESIS)으로 구축함

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에너지산업통계 확충 및 국제비교 지표 개발을 위해서도 현재 UN,

IEA 등의 국제기구들과 해외 각국의 에너지산업, 수급, 가격, 개발 등의 통계를 지

속적으로 발굴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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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산업 및 사업자 에너지 품목

에너지기본법

에너지기본법

제2조(정의)

○ 에너지공급자 - 에너지를 생산
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
는 판매하는 사업자

○ 에너지- 연료, 열,전기, 신ㆍ재생에너지

- 연료(원료 제외)- 석유, 가스. 석탄, 기타

(우라늄)

관련 법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너지 및 자원 사업특별회계법, 열관리법 시행령

광업법

광업법

제3조(정의) 

○ 광업 - 광물의탐광 및 채굴과
이에따르는 선광ㆍ제련 또는
그밖의 사업

○ 광물

- 법정광물- 66종(금속광물 36종비금속
광물 30종)

* 에너지광물-석탄,석유(천연피치 및 가
연성 천연가스를 포함), 우라늄광

관련 법률

석탄산업법, 광산보안법, 광산보안사무소설치에 관한 규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광업등록령, 대한광업진흥공사법, 대한석탄공사법, 석유
광산보안규칙,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저광
물자원개발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
법

제2조(정의)

○ 해외자원개발- 국외에서 대통
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ㆍ축산
물 및임산물을 개발하는것

○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석유·석탄·우라늄광 등 법정광물 중 일부
광종

관련 법률 광업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저광물자원 개발
법

제2조(정의)

○ 해저광물 - 대한민국의 대륙붕
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함

○ 해저광업

○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

관련 법률 광업법

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제2조 (정의)

석탄산업법 

시행령

○ 석탄산업

- 석탄광업

○ 석탄가공업

- 연탄제조업, 기타 가공탄제조업

○ 무연탄 

○ 석탄가공제품

- 연탄, 기타 가공탄(입상 및괴탄, 마세크탄,
무연 코크스, 특수탄)

부 록

<부표 1> 관련법에 명기된 에너지산업 및 품목(에너지제품)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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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광업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제2조 (정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
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정의)

○ 석유정제업

○ 석유수출입업

○ 석유판매업  

- 일반대리점, 용제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용제판매소, 부생
연료유판매소, 특수판매소 

○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

○ 석유대체연료 판매업

- 석유대체연료 대리점, 석유대체
연료 판매소

○ 석유

- 원유, 천연가스[액화(액화)한것포함], 석유
제품

○ 석유제품

-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조유), 석유중간제품, 부생연료유

- 석유가스: 프로판, 부탄,부산물인 석유제품

○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 바이오디젤연료유, 바이오에탄올연료유, 석탄
액화연료유, 천연역청유, 유화연료유, 가스액
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 바이오가스
연료유

관련 법률 한국석유공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정의

○ 도시가스사업

- 가스도매사업, 일반도시가
스사업, 천연가스수출입업,
자가소비용직수입자

○ 도시가스

-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 배관(배
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ㆍ나
프타부생(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등

관련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국가스공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업법

제2조 (정의)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
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 액화석유가스

- 프로판, 부탄

관련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정의)
○ 송유관설치자, 송유관관리자

○ 석유

- 석유 중 천연가스 및 석유가스를 제외한것

관련 법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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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산업 및 사업자 에너지 품목

전기사업법

전기사업법

제2조 (정의)

제28조(원자력발전
연료)

○ 전기사업

-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전기판매사업, 구역전기사업

○ 전력

○ 원자력발전연료

관련 법률

전기사업회계규칙, 전원개발촉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촌

전화촉진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전력기술관리법, 전기공

사업법,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

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한국전력공사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정의)

○ 집단에너지사업  

- 지역냉난방사업, 산업단지집단에
너지사업

○ 집단에너지

- 열, 전기

관련 법률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
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제2조 (정의)

○ 신ㆍ재생에너지설비, 신ㆍ재생
에너지발전  사업자 

○ 태양에너지 - 태양열, 태양광 

○바이오에너지 -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바이오액화유, 합성가스, 땔감,
우드칩, 펠렛, 목탄, 바이오매스 등

○풍력○ 수력○ 연료전지

○ 석탄 액화·가스화,    중질잔사유 가스화

○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 지열에너지 ○ 수소에너지

관련 법률 전기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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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B 광업

(05 ~ 08)

05
석탄, 원유및천
연가스광업

051 석탄광업 0510 석탄광업 05100 석탄광업

052
원유및천연
가스채굴업

0520
원유및천연가
스채굴업

05200
원유및천연가스
채굴업

06 금속광업 062 비철금속광업 0621
우라늄및토륨
광업

06210
우라늄및토륨광
업

08 광업지원서비스업 080
광업지원서
비스업

0801
원유및천연가
스채굴관련서
비스업

08010
원유및천연가스
채굴관련서비스업

C 제조업

(10 ~ 33)

19
코크스, 연탄및
석유정제품제조업

191
코크스및연
탄제조업

1910
코크스및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및관련제
품제조업

19102
연탄및기타석탄
가공품제조업

192
석유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정제처리업 19210 원유정제처리업

1922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
화학물질및화학
제품제조업;의약
품제외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무기화학
물질제조업

20129
기타기초무기화학
물질제조업
(우라늄,토륨광석.농축)

24 1차금속제조업 242
1차비철금속
제조업

2421
비철금속제련,
정련및합금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우라늄 제련 및 정련)

<부표 2>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에너지산업분류 구조

한국표준산업분류 - 특수분류(9차) - 에너지산업분류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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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D 전기, 가
스, 증기
및 수도사
업

(35 ~36)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

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35112 수력 발전업

35113 화력 발전업

35119 기타 발전업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G도매및소
매업(45~47)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467

기타 전문 도

매업
4671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46711

고체연료및관련제

품도매업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도매업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

제품도매업

47
소매업;자동차제

외
477 연료 소매업 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47712 차량용가스충전업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47721

가정용고체연료소

매업

47722
가정용액체연료소

매업

47723
가정용가스연료소

매업

H운수업

(49~52)
49
육상운송 및 파

이프라인 운송업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파이프라인운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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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3> 세계표준산업분류(ISIC Rev.4) 상 에너지관련 활동

에너지관련 활동(Energy Related Activities)

ISIC 소분류 산 업

B 광업 MINING AND QUARRYING

DIVISIO
N 05, 08

석탄, 갈탄 및 토탄 광업
MINING OF COAL AND LIGNITE; EXTRACTION OF PEAT

0510
유 무연탄 광업
Mining and agglomeration of hard coal

0520
갈탄 광업
Mining and agglomeration of lignite

0892
토탄 광업
Extraction and agglomeration of peat

DIVISIO
N 06, 09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SERVICE ACTI
VITIES INCIDENTAL TO OIL AND GAS EXTRACTION EXCLUDING S
URVEYING

0610
06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Extraction of crude petroleum and natural gas

09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Service activities incidental to oil and gas extraction excluding surveying

DIVISIO
N 07

우라늄 및 토륨 광업
MINING OF URANIUM AND THORIUM ORES

0721
우라늄 및 토륨 광업
Mining of uranium and thorium ores

C 제조업 MANUFACTURING

DIVISIO
N 19, 20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REFINED PETROLEUM PRODUCTS
AND NUCLEAR FUEL

1910
코크스로 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oke oven products

1920 석유정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efined petroleum products

2011 핵연료 가공업
Processing of nuclear fuel

D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AND WATER SUPPLY

DIVISIO
N 35

전기, 가스 및 증기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HOT WATER SUPPLY

3510
발전, 송전 및 배전업
Production,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electricity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Manufacture of gas; distribution of gaseous fuels through mains

3530
증기 및 온수공급업
Steam and hot wat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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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수출입통계

품목분류)

HS

(관세및통계

통합품목분류)

SITC

(한국표준

무역분류)

품목명

13 광물성연료

131 원유

1310 2709001010 3330 원유

132 석탄

1321 2701110000 3211 무연탄

1322 2701121000 32121 유연탄

1323 2702100000 32221 갈탄

1324 2703001000 3223 토탄

1329 2701190000 32122 기타 석탄

132900 2701201000 3221 연탄

132900 2701202000 3221 마젝탄

133 석유제품

1331 휘발유

133110 2710112000 3346 항공 휘발유

133120 2710111000 3346 자동차 휘발유

1332 경유

1333 제트유 및 등유

133310 2710191010 3346 제트 연료유

133310 2710192020 3346 제트 연료유

133320 2710192010 3346 등유

1334 2710114000 3346 나프타

1335 중유

133510 2710194010 3346 경질중유(방카 에이유)

133520 2710194020 3346 중유(방카 비유)

133530 2710194030 3346 방카 씨유

133590 3346 기타

<부표 4> 에너지제품의 수출입 분류코드 비교( MTI,HS,SI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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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수출입통계

품목분류)

HS

(관세및통계

통합품목분류)

SITC

(한국표준

무역분류)

품목명

1336 윤활유

133600 2710195010 3346 조유

133600 2710915000 3347
조유ㆍ윤활유(신전유를 제외한다) 및
윤활유기유의 것

1339 기타석유제품

1340 천연가스

134010 2711110000 3431 천연가스

134020 2711210000 3432 천연가스

1350 LPG

135010 2711120000 3421 프로판

135020 2711130000 3425 부탄

1360 우라늄

136000 2612100000 2861 우라늄광과 그 정광

136000 2844101000 52511 천연우라늄

136000 2844102000 52511
분산물(천연우라늄 또는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136000 2844109000 52511 기타

136000 2844201000 52513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136000 2844202000 52513
분산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ㆍ플루토늄)

136000 2844209000 52513 기타

136000 8401300000 71877 방사선을 조사하지 아니한 연료체(카트리지)

19 기타광산물

190000 2716000000 3510 전기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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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5> 국민계정의 에너지부문 분류표 (산업연관표/국민계정부문)

(2008년 산업연관표 공통) 국민계정부문

통합대분류

(28부문)

통합중분류

(78부문)

통합소분류

(168부문)

기본부문

(403부문)

국민계정

(81부문)

국민계정

(27부문)

(1) 내생 부문

02 광산품 06 석탄 및 원유 012 석탄 030 무연탄 6 석탄 2 광업

031 유연탄

013 원유 032 원유 7
원유및천연
가스

014 천연가스 033
천연가스
(LNG)

07
석유 및 석
탄제품 22 석탄제품 052 석탄제품 131 연탄 19

석유및석탄
제품 6 석유석탄

132 기타석탄제품

23 석유제품 053 나프타 133 나프타

054 연료유 134 휘발유

135 제트유

136 등유

137 경유

138 중유

139 액화석유가스

055 기타 석유제품 140 윤활유제품

141
기타석유정
제품

17
전력,가스및
수도 53 전력 119 전력 298 수력 45 전력 14

전기,가
스 및 수
도 사업

299 화력

300 원자력

301 기타발전

54
도시가스 및
수도 120 도시가스 302 도시가스 46

가스,증기및
온수공급업

121
증기 및 온수
공급업 303

증기 및 온
수공급업

122 수도 304 수도

19 도소매 57 도소매 129 도소매 321 도매 49 도소매업 16 도소매업

322 소매

21
운수 및 보
관 59 육상운송 51 운수및보관 18

운수및보
관업

29
중간투입계
또는중간수
요계

79
중간투입계
또는중간수
요계

169
중간투입계또
는중간수요계 404

중간투입계
또는 중간
수요계

82
기초가격

합계
28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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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6> 에너지산업분류 해설

B. 광 업

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분류

번호
항 목 명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1 석탄 광업

0510 석탄 광업

0510
0

석탄
광업

무연탄, 유연탄, 갈탄 등의 석탄(토탄 제외)을 채굴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채굴한 석탄의 파쇄․분쇄․체질 및 선별하는 사업체는
채광활동과 결합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된다.

<예 시>
․역청질탄(석탄) 채굴 및 선광 ․유연탄 채굴 및 선광
․갈탄 채굴 및 선광

<제 외>
․구입한 무․유연탄 및 갈탄으로 연탄 생산(19102)
․구입한 석탄을 건류하여 코크스 생산(1910)
․토탄 채굴(07290)

052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2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0520
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각종 형태의 유전, 가스전 또는 역청광물 채굴장에서 원유, 천연
가스 또는 역청질 광물, 석유함유 혈암, 타르모래를 채굴․추출․
채취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의 구성성분은 불문하며 원유
생산에 관련된 부유처리․탈염․탈수․침전․불순물 제거활동
및 그 생산물의 기본적 특성을 변경시키지 않는 기타 단순한 처
리활동이 결합될 수 있으며 수송을 위하여 유전 또는 가스전에
서 직접 채굴한 천연가스를 액화, 재가스화 및 액화 탄화수소화
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원유 채굴 ․타르모래 채굴
․유모혈암 채굴 ․천연가스 채굴
․역청질을 함유한 광물 채굴(석탄 제외)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또는 가스전의 천공, 유정의 완
성과 관련 장치의 설치활동 및 기타 원유가스의 추출서비스
활동(08010)
․정제 석유제품의 생산 또는 석유정제 과정에서의 액화가스 생

산(19210)
․산업용 가스 제조(20121)
․석유, 천연가스의 운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운영(49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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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06 금속 광업

061 철 광업

062 비철금속 광업

0621 우라늄 및 토륨 광업

06210 우라늄

및 토륨

광업

역청 우라늄광을 포함하여 우라늄 또는 토륨을 주로 함유한

광물을 채굴 및 정광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우라늄광 채굴 및 정광활동 ․토륨광 채굴 및 정광활동

<제 외>

․우라늄 및 토륨 농축(20) ․우라늄 제련 및 정련(24)

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 광업 지원 서비스업

0801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유전 및 가스전의 운영에 관련되

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원유 채굴관련 서비스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

․유정관련 장치물 설치 서비스 ․유정 및 가스전 천공 서비스

<제 외>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석유 및 가스발생지의 탐사 및 지

질조사활동(08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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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 코크스 및 연탄 제조업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석탄, 갈탄, 토탄 등을 코크스로에서 처리하여 코크스 또는 반
성코크스, 피치 및 피치코크스, 분류카본, 콜타르피치 등을 생산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코크스의 응집처리활동도 여기에 포함
된다.

<예 시>
․코크스로(爐) 운영 ․코크스 응집처리 ․코크스로 가스 제조
․석탄증류타르 제조 ․광물성타르 제조 ․토탄 증류타르 제조

<제 외>
․콜타르증류 활동(20119)
․코크스 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및 기타 연료용 제조가

스생산 활동(35200)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
조업

석탄과 수분을 혼합하거나 탄화물, 피치, 석회 등의 점결제 등
을 혼합하여 성형 건조시킨 고체연료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연탄 제조 ․응집 석탄제품 제조

192 석유 정제품 제조업

1921 원유 정제처리업

19210 원유
정제처리
업

원유 및 역청물질을 정제 및 기타 처리하여 석유정제품 및 관
련 제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가솔린, 경유, 등유 제조 ․윤활유기유 제조 ․나프타 제조
․석유정제가스 제조 ․연료유 제조 ․중유 및 벙커C유 제조

<제 외>
․석유정제품 및 분할물을 재처리하여 석유정제 관련제품 생산

(1922)

C.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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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1922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원유 및 역청물질의 일관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윤활유 기유
또는 기타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석유성분의 윤활유, 그리스 및
유사제품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들의 재생품 생산활
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윤활유 제조 ․그리스 제조 ․재생윤활유 제조 ․재생그리스 제조

<제 외>
․조제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20499)

19229 기타
석유정제
물
재처리업

원유 및 역청유의 일괄 정제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정제 분획
물 및 잔유물을 재처리하거나 또는 기타 광물성 역청물질을
처리하여 윤활유 및 그리스 이외의 기타 석유정제품을 생산하
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석유왁스 생산 ․석유아스팔트물질 제조
․감압식 석유물질 처리 ․잔사유의 재정유 처리
․재생용 유류 정제품(재생 윤활유 및 그리스 제외) 제조

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0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2012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기타 기
초무기화
학 물 질
제조업

무기화학원소, 무기산 및 비금속 산화물, 알칼리 및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우라늄, 토륨 등의

방사성물질을 혼합․배합․농축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아세틸렌블랙 제조 ․이산화규소 제조

․이산화황 제조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제조

․방사성 원소 및 동위원소 제조 ․방사성 물질 혼합물 제조

․비금속 황화물 제조 ․수산화나트륨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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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과산화수소 제조 ․수은 제조

․카본블랙 제조 ․탄화칼슘 및 탄화물 제조

․규소 및 염소 제조 ․압전기용 석영 제조

․플루토늄 농축물 제조 ․핵연료 농축

․정제한 황 제조 ․배소한 황화철광 제조

․비금속 할로겐 화합물 및 황화물 제조․무수 암모니아 또는 암모니아수 제조

․알루미늄, 마그네슘, 스트론튬 바륨의 산화물 및 과산화물 제조

․금속산염 또는 과산화금속염 제조 ․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또

는 반귀석 제조

<제 외>

․산업용가스 제조(2012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20131)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2020)

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24 1차 금속 제조업

241 1차 철강 제조업

242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금, 은, 백금 등의 귀금속, 주석,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간,

크롬, 텅스텐,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지르코늄 등의 비철금속

광석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을 처리하여 제련 및 정련하거

나 이들의 합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금, 은 등의 귀금속 및 주석의 제 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니켈, 안티모니, 수은, 망간 제 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제조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제 1․2차 제련 및 정련, 합금 제조

․우라늄 제련 및 정련



100  에너지산업분류 및 주요지표 개발 방법 연구

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1 전기업

3511 발전업

35111 원자력
발전업

원자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112 수력
발전업

수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113 화력
발전업

화력을 에너지원으로 하여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5119 기타
발전업

풍력, 태양력, 조력 및 기타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직접 생산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3512 송전 및 배전업

35120 송전 및
배전업

생산된 전기를 특정 지역까지 송전하거나 송전된 전기를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정, 산업 및 상업 등
의 이용자에게 전기를 공급 및 판매하는 산업활동도 포함된다.

<예 시>
․송전소 ․변전소 ․배전소 ․전기영업소

352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35200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
업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연료용가스
를 혼합하여 혼합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연료용
가스를 배관시설에 의하여 가정,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직접 공
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예 시>
․연료용 혼합가스 생산 ․연료용 제조가스 생산
․연료용 가스 배관공급

<제 외>
․산업용 압축 또는 액화가스 제조(201) ․차량용 가스충전소(47712)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가스충전소(46713)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가스 파이프라인 운영(49500)

353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300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

냉․난방, 동력 또는 기타 목적의 열, 증기, 냉․온수, 냉방공기
를 생산하는 활동과 배관시설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산
업활동을 말한다. 배관시설을 통한 온천수의 공급활동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냉수, 온수 생산 및 공급 ․증기 생산 및 공급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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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77 연료 소매업

4771 차량용 연료 소매업

47711 차 량 용 급유시설을 갖추고 차량용 또는 보트용의 각종 액체연료를 소매

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열 생산 및 공급
․냉방 공기 생산 및 공급

<제 외>
․온천수개발(도급)(41) ․광업권 임대(68119)

G. 도매 및 소매업

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7 기타 전문 도매업

4671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고체연료와 이들의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

동을 말한다.

<예 시>

․목탄 도매 ․장작 도매 ․석탄 및 토탄 도매 ․핵연료 도매

․착화탄 도매․코크스 도매

<제 외>

․양초, 발화성 합금 등 연료용 이외의 연소물질 도매(46499)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각종 용도의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

한다. 윤활유 도매도 여기에 포함된다.

<예 시>

․원유 도매 ․그리스 도매 ․벙커유 도매 ․알콜연료 도매

․기계유 도매 ․파라핀 도매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벌크 또는 충전상태의 기체연료 및 관련제품을 도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액화석유가스 도매 ․연료 가스 도매 ․천연가스(LNG) 도매

․석유가스(LPG) 도매

<제 외>

․배관시설에 의한 연료가스 공급(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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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주 유 소
운영업

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주유소 운영 ․차량용 액체원료 소매
<제 외>
․액체연료 도매(4671)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47722)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차량용 또는 보트용 가스를 충전하여 주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차량용 가스연료 소매․차량용 가스충전소
․보트용 가스연료 소매․보트용 가스충전소
<제 외>
․가스연료 도매(4671)․가정용 가스연료 소매(47723)

4772 가정용 연료 소매업

47721 가 정 용
고체연료
소매업

연탄 및 기타 고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착화탄(번개탄) 소매 ․연탄 소매․화목 및 목탄 소매․구공탄 소매

47722 가 정 용
액체연료
소매업

조명, 난방 및 취사용 유류 및 기타 액체연료를 소매하는 산업
활동을 말한다.
<예 시>
․휘발유 소매 ․석유 및 등유 소매 ․경유 소매 ․벙커유 소매
<제 외>
․차량용 액체연료 소매(47711)

47723 가 정 용
가스연료
소매업

가정 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여 주거나 용기에 충전된 가
정용 가스연료를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
․부탄가스 소매 ․프로판가스 소매 ․엘피지(LPG) 소매
․액화석유가스(LNG) 소매
<제 외>
․차량용 기체연료 소매(47712)

H. 운 수 업

산 업 분 류
내 용 및 예 시

분류번호 항 목 명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 파이프라인 운송업

49500 파이프라
인 운송업

원유, 천연가스, 정제석유제품 및 유사제품을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산업은 펌프장과 창고시설을 부수적
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 외>
․가스를 최종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5200)
․증기를 최종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5300)
․수도물을 최종소비자에게 배관 공급(360)
․수수료에 의한 가스 및 원유 저장소(52104)
․특정산업에 관련된 배관시설 운영은 그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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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표 7> 에너지관련법의 목적 및 정의

❏ 에너지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

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라 함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을 말한다. 다

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신ㆍ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 "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8.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

재를 말한다.

9.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

열성자재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온실가스"라 함은 적외선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

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ㆍ메탄(CH₄)ㆍ아

산화질소(N₂O)ㆍ수소불화탄소(HFCs)ㆍ과불화탄소(PFCs) 또는 육불화황(SF6)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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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물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국가 산업이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한 기본 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광재 :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와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석광(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硫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燐鑛), 붕소광

(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견운모)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

다], 석면, 유황, 석고(石膏), 납석(蠟石), 활석(滑石), 남정석(藍晶石), 홍주석

[홍주석. 규선석(硅線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

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비석), 사문석(蛇紋石),

규회석(硅灰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도석), 벤토나이트, 산성

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

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백운석) 및 코키나를 포함한다], 사금(사김),

사철(砂鐵), 사석(砂錫),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세륨광, 토

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및 바나듐광

나. 그 밖에 희유원소(稀有元素)를 함유하는 토석(土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광업"이란 광물의 탐광(探鑛)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3. "광업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

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

하는 권리를 말한다.

4. "조광권"(조광권)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광업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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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석

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

통의 원활을 기하며 탄광지역의 진흥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탄산업"이라 함은 석탄광업 및 석탄가공업을 말한다.

2. "석탄광업"이라 함은 석탄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부수되는 선탄등의 사업

을 말한다.

3. "석탄광업자"라 함은 석탄광업을 영위하는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를 말한다.

4. "석탄가공업"이라 함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탄가공업자"라 함은 석탄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라 함은 각각 대상광종이 석탄인 「광업법」상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말한다.

7. "석탄가공제품"이라 함은 석탄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으로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삭제 <1999.2.8>

9. 삭제 <1999.2.8>

10. "광해"라 함은 석탄산업을 영위함에 따른 토지의 굴착, 갱수나 폐수의 유

출, 폐석의 류실이나 석탄가루의 날림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11. "탄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이 소재하는 지역 또는 탄광에 인접한 지역으로

서 석탄산업이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시 또는 군단위 행정구역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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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유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석유제품과 석유대체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원유, 천연가스[액화(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석유제

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탄화수소유: 항공유, 용제(溶劑), 아스팔트, 나프타, 윤활기유[조유(조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석유중간제품[유분(유분)을 말한다] 및 부생연료유(부

생연료유: 등유나 중유를 대체하여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인 석유제품

을 말한다)

나. 석유가스: 프로판·부탄 및 이를 혼합한 연료용 가스

3.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할 때 그 제조공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석유제품을 말한다.

4. "석유정제업"이란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제외한다)

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석유수출입업"이란 석유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석유판매업"이란 석유 판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7. "석유정제업자"란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신고를 하고 석유정제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8. "석유수출입업자"란 제9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석유판매업자"란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부 록  107

10. "유사석유제품"이란 조연제(助燃劑), 첨가제(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

조된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만을 말한다)의 연

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제조된 것(제11호의 석유대체연료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등급이 다른 석유제품을 포함한다)을 혼합하는

방법

나.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석유로부터 물리·화학적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제품 중 석유제품을 제외한 유기화학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혼합하는 방법

다.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

라.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혼합하는

방법

11. "석유대체연료"란 석유제품 연소 설비의 근본적인 구조 변경 없이 석유제

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석탄과 천연가스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이란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출·수입하

는 사업을 말한다.

13.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이란 석유대체연료 판매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4.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란 제32조에 따라 등록(등록이 면제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5.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란 제33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석유대체연료 판매

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연가스와 석유가스에 관하여 「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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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석유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석유공사(韓國石油公社)를 설립하여 석유자원의 개발, 석

유의 비축, 석유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석유수

급의 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도시가스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여 사용자의 이

익을 보호하고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며, 가스공급시설과 가스

사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

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ㆍ나프타부생(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도시가스사업"이란 수요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석유 및 석

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은 제외한다)으로서 가스도매사업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을 말한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

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3. "가스도매사업"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외의 자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

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

한다.

4. "일반도시가스사업"이란 가스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스스로 제

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하여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사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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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

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6. "가스사용시설"이란 가스공급시설 외의 가스사용자의 시설로서 지식경제부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천연가스수출입업"이란 천연가스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천연가스수출입업자"란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을 하고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9. "자가소비용직수입자"란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자를 말한다.

10.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도시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

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가스공급시설의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

아내는 것을 말한다.

❏ 한국가스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가스공사를 설립하여 가스를 장기적으로 안정되게 공

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공공복리의 향상

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가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전기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

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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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

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

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

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

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

는 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

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

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

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

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

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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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

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

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

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

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

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

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

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 (설립) ①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6조 (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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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

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한국전력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전력공사를 설립하여 전원개발(電源開發)을 촉진하고

전기사업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함으로써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을 도모하

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

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저

감을 추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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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라 함은 기존의 화

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

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다. 풍력

라. 수력

마. 연료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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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지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해양에너지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

자. 지열에너지

차. 수소에너지

카.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2. "신ㆍ재생에너지설비"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설비

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인증"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설비가 국제 또는 국내의 성능 및 규격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이라 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

는 것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로서 신ㆍ재생에너지발전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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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된 신ㆍ재생에너지(중간제품의 형태로 수

입된 신ㆍ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신ㆍ재생에너지센터)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관련기관에 신ㆍ재생에너지센터(이

하 "센터"라 한다)를 두어 신ㆍ재생에너지분야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사업의 실시자에

대한 지원ㆍ관리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인증에 관한 지원ㆍ관리

3. 기보급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한 기술지원

4.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국제표준화에 대한 지원ㆍ관리

5. 제21조의규정에의한신ㆍ재생에너지설비및그부품의공용화에관한지원ㆍ관리

6.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전문기업에 대한 지원ㆍ관리

7.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관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ㆍ관리

9.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지원ㆍ관리

10.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지원ㆍ관리

11. 국내외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사업

12.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13.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센터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자금 출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센터의 조직ㆍ인력ㆍ예산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

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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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에너지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 절약

과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집단에너지"란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열과 전기

를 말한다.

2. "사업"이란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자"란 제9조에 따라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사용자"란 사업자로부터 집단에너지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집단에너지를

공급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5. "집단에너지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ㆍ분배 또는 사용을 위한 시

설로서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을 말한다.

6. "공급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생산ㆍ수송 또는 분배를 위한 시설로서 사업

자의 관리에 속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사용시설"이란 집단에너지의 사용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자의 관리에 속하

는 시설을 말한다.

8. "열생산자"란 열을 생산하거나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6장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9조(한국지역난방공사의 설립) 주거 및 상업지역 등에 집단에너지를 효율적으

로 공급하기 위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0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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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ㆍ판매ㆍ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적정히 공급ㆍ사용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란 프로판이나 부탄을 주성분으로 한 가스를 액화(액화)한 것

[기화(기화)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이란 저장시설에 저장된 액화석유가스를 용기(용기)

에 충전(배관을 통하여 다른 저장 탱크에 이송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

다)하거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

를 받은 자를 말한다.

4.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

을 통하여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6.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자

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의 규모 등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것만을 말한다)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

하의 저장 설비에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

를 받은 자를 말한다.

8. "가스용품 제조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연

료용 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기기(기기)를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

9. "가스용품 제조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액화석

유가스를 용기 또는 저장 탱크에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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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란 제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

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를 말한다.

13. "정밀안전진단"이란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다.

❏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송유관(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

으로 인한 위해(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

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ㆍ운반ㆍ사용과 고압가스의

용기ㆍ냉동기ㆍ특정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

압가스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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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 범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고압가스의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1. "저장소"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

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2. "용기(용기)"란 고압가스를 충전(充塡)하기 위한 것(부속품을 포함한다)으로

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3. "저장탱크"란 고압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정한 위치에 고정(固定)

설치된 것을 말한다.

4. "냉동기"란 고압가스를 사용하여 냉동을 하기 위한 기기(機器)로서 지식경제

부령으로 정하는 냉동능력 이상인 것을 말한다.

5. "특정설비"란 저장탱크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 관련 설비를

말한다.

6.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

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광산보안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산근로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

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이라 함은 광업을 경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2. "광업시설"이라 함은 광산에서 광업에 사용되는 건축물ㆍ공작물ㆍ갱도ㆍ기

계ㆍ기구 기타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광물의 채굴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부속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광산근로자"라 함은 광산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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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산보안"이라 함은 광산에서의 다음 각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사람에 대한 위해의 방지(재해시의 구호를 포함한다)

나. 지하자원의 보호

다. 광업시설의 보전

라. 광해의 방지

5. "광해"라 함은 광산에서의 토지의 굴착, 광물의 채굴, 선광 및 제련과정에서

생기는 지반침하, 폐석ㆍ광물찌꺼기의 유실, 갱수ㆍ폐수의 방류 및 유출, 광연

의 배출, 먼지의 날림, 소음ㆍ진동의 발생으로 광산 및 그 주변의 환경에 미

치는 피해를 말한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보안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광해)를

말한다.

2. "가행(가행)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휴지)광산"이라 함은 「광업법」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4. "폐광산(폐광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

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 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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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업법」 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 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 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시행

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

는 조광권자

나.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

권자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광지역"이라 함은 탄광이 소재하였거나 소재하고 있는 지역과 그 인접

지역으로서 폐광 또는 석탄생산의 감축에 따라 지역경제가 현저히 위축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2. "시행자"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계획의 승인"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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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체산업"이라 함은 석탄산업에 대체하여 폐광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

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5. "민자유치사업"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

한 민자유치사업을 말한다.

❏ 광업등록령[시행 2008.12.31]

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업권 그밖의 광업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광업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등록관청) 광업에 관한 등록은 지식경제부 광업등록사무소에서 행한다.

❏ 한국광물자원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설립하여 국내 및 해외 광물자원을

개발하고,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광물자원의 안정적인 수급(수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

을 목적으로 한다.

❏ 대한석탄공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석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석탄광산의

개발을 촉진하고 석탄의 생산·가공·판매 및 그 부대사업을 운영하게 하여 석

탄수급의 안정을 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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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광산보안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산보안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광업법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석유광산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광업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광업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광업권자를 말한다.

2. "조광권자"라 함은 광업법에 의한 조광권자 및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해저조광권자를 말한다.

3. "석유"라 함은 원유, 천연가스, 컨덴세이트, 액화천연가스를 포함하는 고체·

반고체·액체 또는 기체상태의 자연발생적 탄화수소를 말한다.

4. "유전"이라 함은 석유가 부존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유정"이라 함은 탐사정·평가정·생산정·주입정·휴지정 및 폐정을 말한다.

6. "파이프라인"이라 함은 석유를 파이프에 의하여 유정·석유저장탱크 등의 시

설로부터 석유저장탱크 등에 이송하기 위한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분

리장치 이전의 것을 제외한다.

7. "가스플랜트"라 함은 가연성 천연가스로부터 액체탄화수소를 분리하는 시설

을 말한다.

8. "리그"라 함은 유정의 시추작업을 하기 위하여 건조된 탑구조물과 그에 부

착된 권양장치·로터리테이블 등 부속시설물의 총체를 말한다.

9. "해양생산시설"이라 함은 해양에서 석유를 생산하기 위한 해상의 시추 또는

생산설비를 비롯한 공작물의 총체를 말한다.

10. "석유광산시설"이라 함은 광산내의 시설물과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하는 경

우 도시가스사업법상의 도시가스사업자 등 가스공급시설설치자의 시설물에

연결되기까지의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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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해외자원의 개발을 추진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

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대외경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민국국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다만, 자본금의 과반액 또는 의결권의 과반수

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에 속하는 법인 중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은 외국인으로 본다.

2.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

된 법인 및 외국정부를 말한다.

3. "해외자원개발"이라 함은 국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물, 농ㆍ축산물 및

임산물(이하 "해외자원"이라 한다)을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개발

(개발을 위한 조사 및 개발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

을 말한다.

4. "해외자원개발사업자"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

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 (해외자원개발의 방법) 해외자원의 개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한다.

1. 대한민국국민이 단독 또는 외국인과 합작으로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방법(해

외현지법인을 통하여 개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기술용역을 제공하여 개발

하는 방법

3. 대한민국국민이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외국인에게 개발자금을 융자하여 개발

된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는 방법



124  에너지산업분류 및 주요지표 개발 방법 연구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저광물"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을 말한다.

1의2. "해저광업"이라 함은 해저광물의 탐사·채취 및 이에 부속되는 사업(가공·

수송·저장) 을 말한다.

2. "해저광물개발구역"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저구역을 말한다.

3. "해저광업권"이라 함은 해저광물개발구역내에서 등록한 일정한 해저의 구역(이

하 "해저광구"라 한다)에서 해저광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해저조광권"이라 함은 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

물을 탐사·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5. "해저조광구"라 함은 해저광구중 해저조광권이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가 공급되어 있지 아니한 농어촌에 전기공급을 촉진함

으로써 농어업의 생산력을 높이고 농어민의 생활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가발전시설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배전사업자(배전사

업자)(이하 "배전사업자"라 한다)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는 섬에 전기를 공급

하는 시설(이하 "자가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발전시설공사(태양

열·풍력이나 그 밖의 대체에너지에 의한 발전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및 배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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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공사(송전·변전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를 말한다.

3. "단위공사"란 전기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전기공급을 촉진하기 위하

여 이 법에 따라 하는 전기시설공사로서 전기사업자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

정하는 배전시설공사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가 하나의 집단공사로 인정하는 자가발

전시설공사를 말한다.

4. "계약전력"이란 전기사업자(자가발전시설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하는 지역은

시장·군수를 말한다)와 전기사용자 간의 약정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전력을 말한다.

제2조의2 (적용 대상 지역) 이 법의 적용 대상 지역은 행정구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지역으로 한다.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

고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여 전원(전원) 개발을 촉진하고 발

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주변지역"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

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

소{「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원(발전원)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의 발전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

름 5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의 지역을 말한다. 다

만,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발전)과 관련이 있는 수계(수계)나 저수지와

접하고 있는 인근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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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개발촉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원설비(전원설비)"란 발전(發電)ㆍ송전(송전) 및 변전(變電)을 위한 전기사

업용 전기설비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전원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전원설비를 설치ㆍ개량하는 사업

나. 설치 중이거나 설치된 전원설비의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권원(使用權

原)을 확보하는 사업

3.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란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개발사

업의 실시에 관한 세부계획을 말한다.

4. "토지등"이란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

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및 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전원개발사업자) 전원개발사업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방

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전원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18호의 규정에 따

른 방사성폐기물 중 방사능농도 및 열발생률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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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폐기물을 말한다.

2.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라 함은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사성폐기물"이라 한다)을 영구적으로 처분하기 위한 시설 및 관련부대시설

(이하 "처분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설치지역"이라 함은 처분시설이 설치될 지역으로서 「전원개발촉진법」 제

11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

한 지역 또는 처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 전기공사업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업과 전기공사의 시공ㆍ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

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 등을 설치ㆍ유지ㆍ보

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나. 전력 사용 장소에서 전력을 이용하기 위한 전기계장설비(電氣計裝設備)

다. 전기에 의한 신호표지

2. "공사업(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관없이 전기공사

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사업자(공사업자)"란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4. "발주자(발주자)"란 전기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하도급 주는 자는 제외한다.

5. "도급(도급)"이란 원도급(原都給), 하도급, 위탁,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이든 상

관없이 전기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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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도급(하도급)"이란 도급받은 전기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급인이 다른

공사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수급인(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전기공사를 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8. "하수급인(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전기공사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를

말한다.

9. "전기공사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7조

의2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일정한 학력과 전기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조합

원에게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및 자재의 구매알선등을 행하게 함으로써

공사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원"이라 함은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업자로서

조합에 출자한 자를 말한다.

2. "공사"라 함은 전기공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3."보증"이라 함은 조합원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원에 갈음하

여 조합이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법인격)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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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기술관리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ㆍ관리함으로써 전력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전력시설물 설치를 적절하게 하

여 공공의 안전 확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력기술"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이하 "전력시

설물"이라 한다)의 계획ㆍ조사ㆍ설계ㆍ시공 및 감리(監理)와 완공된 전력시설

물의 유지ㆍ보수ㆍ운용ㆍ관리ㆍ안전ㆍ진단 및 검사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

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조성되는 시설물과 「원자력법」

에 따른 원자로 및 그 관계 시설은 제외한다.

2. "전력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설계"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관한 계획서, 설계도면, 설계설명

서, 공사비 명세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이하 "설계도서(설계도

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감리"란 전력시설물의 설치ㆍ보수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의 위탁을 받

은 공사감리업체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감리원(감리원)"이란 공사감리업체에 종사하면서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需給)을 안정시키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 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

제의 건전한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과 지구온난화의 최소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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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에너지기본법」 제2조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부와 에너지사용자ㆍ공급자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

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ㆍ전환ㆍ수송ㆍ저장ㆍ이용 등에

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그 기자재와

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온실가스의 배

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열사용기자재 관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 열사용

기자재의 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열사용기자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

른 열사용기자재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열사용기자재를 제외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설치하는 발전소의 발전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발전

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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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발전(발전)에 이용하는 발전전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는 열사용기자재에 포함된다.

2.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차

량용 보일러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

라 검사를 받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4. 「선박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용기

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및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2종압력용기

6. 이 규칙에 따라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수

출용 열사용기자재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저탄소(低炭素) 녹

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

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하여 국

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

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

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

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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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금융·건설·교통물류·농림수산·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

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

을 말한다.

5.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

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6.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

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7.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8.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9.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

(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10.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

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

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1. “지구온난화”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

적되어 온실가스 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지표 및 대기의 온

도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12.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

화를 말한다.

13. “자원순환”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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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

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5. “에너지 자립도”란 국내 총소비에너지량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에너지량 및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개발(지분 취득을 포함한다)한 에너지

량을 합한 양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정부는 기후변화·에너지·자원 문제의 해결, 성장동력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

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국가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정부는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3. 정부는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

리를 창출·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4. 정부는 국가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5. 정부는 사회·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

을 촉진한다.

6. 정부는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

로·항만·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7. 정부는 환경오염이나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재화 또는 서비스

의 시장가격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세(租稅)체계와 금융체계를 개편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국민의 소비 및 생활 방식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이 경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

록 고려하여야 한다.

8.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참여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업, 경제단체 및 시

민단체가 협력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9.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새로운 국제적 동향(動向)을 조기에 파악·분

석하여 국가 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국제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