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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국내이슈
◈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측면 중장기 실행 전략으로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년)」발표(’20.8.19)

□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개요

 ㅇ (법적근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 따라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

 ㅇ (계획 내용) 수요관리, 에너지효율향상, 제도개선의 3대 부문으로 구성

  - 수요관리와 효율향상의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정량적 지표로서 각각 

최종에너지소비 감축, 에너지원단위 개선의 목표치를 제시

 ㅇ (5차 계획 주요내용 및 평가) 에너지절약형 사회로의 전환을 비전으로 에너지 

효율 향상, 소비주체별 수요관리, 효율․수요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 추진

  - (효율향상) 규제 위주로 추진하여 효율개선에 대한 투자 견인이 미흡, 

중앙정부 중심의 정책 체계로 지역에 특화된 효율개선에 한계

  - (수요관리) 실시간 점검을 위한 데이터 활용 미흡 및 전력피크 대비 부하관리, 

소비절약 등도 정부 주도의 제도 형태

  - (제도개선) 에너지전환 확산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접근 필요

□ 최종에너지 기준수요 전망 및 목표수요

 ㅇ (기준수요 BAU)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4년 194.7백만TOE

* 기준년도(’20) 수요 184.3백만TOE 대비 연평균 1.4% 수준 증가 예상

 ㅇ (목표수요) ’24년 BAU 대비 9.3%(18.2백만TOE) 절감한 176.5백만TOE

<부문별 최종에너지 감축목표> (단위: 백만TOE)

구분 ’20년 수요 ’24년 전망(A) ’24년 목표(B) 감축량(A-B) 감축율

산업 93.1 100.1(1.8%) 92.0(△0.3%) 8.1 8.1%

건물 47.3 49.2(1.0%) 45.5(△1.0%) 3.7 7.5%

수송 43.9 45.4(0.8%) 39.0(△2.9%) 6.4 14.0%

합계 184.3 194.7(1.4%) 176.5(△1.1%) 18.2 9.3%

* ( ) : ’20∼’24년 연평균 증가율

ㅇ (에너지원단위) : ’20년 0.108 → ’24년 0.094로 13% 개선 (TOE/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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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20∼’24년)

ㅇ (비전) 에너지전환 정착 및 확산을 위한 高효율․低소비 경제 기반 확립

ㅇ (추진전략) 크게 ①효율향상, ②수요관리, ③제도개선 부문의 3大 방향 내 

12개 핵심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구성

< 3大 방향 12大 추진과제 >

□1 효율향상 : 규제 위주․중앙정부 주도 ➡ 투자 확산·지자체 중심

ㅇ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투자 활성화

➊ 에너지절감 유망 투자사업을 과감히 지원

➋ 다소비 분야별 투자시장 창출
➌ 효율 전문기업 역량 강화

ㅇ 지자체 중심 에너지 효율 향상 촉진

➍ 에너지진단⋅개선 권한의 지자체 부여

➎ 지자체 중심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장맞춤형 효율개선 지원

□2 수요관리 : 이행후 점검․하향식 지도 ➡ 실시간 모니터링·상향식 참여

ㅇ 데이터를 활용한 수요관리의 실시간 디지털화 촉진

➏ 실시간 데이터 수집ㆍ공유ㆍ활용을 통한 新 비즈니스 창출

➐ 데이터 기반의 정책 평가ㆍ환류 시스템 구축

➑ 데이터 활용과 연계한 전략적 R&D 추진
ㅇ ➒국민 참여형 수요관리 활성화
□3 제도개선 : 사후적․기업부담 완화 위주 ➡ 선제적·에너지전환 확산 촉진

ㅇ ❿ 기기 에너지효율 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新가치사슬 확립

ㅇ ⓫ 에너지사용계획 협의제도 개선으로 대규모 시설 관리 강화

ㅇ ⓬ 공공기관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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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국내이슈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발표>
 -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2020-2024) (산업통상자원부, 202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