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lobal Energy Research 는 111개국의 에너지시장을 조감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시스템입니다.   

최신의 시장보고서와 그에 대한 가치 있는 분석과 함께 제공되며, 시장정보, 석유/가스/석탄/전력

시장의 중요한 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Global Energy Research 는 시장구조, 관련기구, 시장참여자, 프로젝트, 사업전망을 포함하는 각국

의 국내 시장에 관한 핵심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신적인 

팀이 당신의 사업연구를 도울 것이며, 자료분석의 마감시간을 보장함은 물론 자료와 뉴스들을 당

신에게 제공할 것입니다. *장점 (Why Subscribe?)*   

• 24/7 온라인 접속가능 

• 111개국의 PDF 보고서 제공 

• 최신 국내 산업정보 제공 

• 에너지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 

• 매일 업데이트되는 데이터 



기관 및 조직 

• 석유, 가스 회사 

• (수도・전기・가스 등) 공사 

• 에너지회사 

• 설비제조회사 

• 컨설팅회사 

• 대학 및 연구기관 

이용자 

• 전략 기획자 및 사업 기획자 

• 마케팅 매니저 

• 경제학자 

• 비즈니스 디벨로퍼 

• 컨설턴트  

• 교수, 사서, 연구원 

• 111개국을 망라하는 전세계에 걸친 자료제공 

• 에너지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 : 석유, 가스, 석탄, 전력,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배출  

• 각국 에너지시장에 대한 개관을 PDF 형태로 제공 

• Global Energy Research 가 구축한 최고수준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한 국가별  

  핵심 시장정보 

• 중요한 시장정보들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음 

• 최고의 에너지에 관련된 정보들이 Global Energy Research의 전문가들에 의해  

  선택됨. 

• 10개국의 보고서들이 매달 업데이트됨. 매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함. 

• 불필요한 자료는 취급하지 않음. 시장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보들만을 제공 

• 영어와 불어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함 

• 핵심적이며 질 높은 정보에 즉시 접속하는 것이 가능하며, 에너지 시장의 구조, 관련기구,  

  시장참여자에 대해 분석가능 

• 단일 인터페이스 안에서 모든 보고서와 뉴스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절약이 가능 

• 현재 시장의 이슈와 일어나고 있는 혁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 통찰력 있는 시장지식을  

  얻을 수 있음.  

• 실시간 경제뉴스를 통해, 보다 빠르고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음.  



- 국가별 프로필은 추가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다음에 명기된 6개의 중요 분석 보고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10~30페이지 분량의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 Institution and Energy Policies : 정부 및 공공사업 기관에 관한 정보; 에너지 시장의 구성,  
                                              일반에너지 정책, 특수 에너지정책을 포함한 정보 
• Company : 석유, 가스, 전기, 석탄 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 사업현황, 주주, 설치설비,  
                 생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들 
• Supply : 확인된 보유량, 원료생산, 수출입, 전력생산 및 정제시설에 대한 정보 
• Prices : 주거 및 산업에 이용되는 최종소비자가격, 보조금, 세금에 대한 정보 
• Consumption : 에너지 종류별 또는 분야별 시장점유상황에 대한 정보 
• Future prospects : 중요 에너지 프로젝트 및 수요와 공급 예측에 대한 정보 
• Data tables : 석유, 석탄, 가스, 전력시장의 최신데이터와 지표, 사회-경제 지표, 에너지별 시장의  
                    수요·공급 자료와 에너지 균형에 관한 자료 

에너지 시장의 정보와 통계들은 글로벌 에너지 데이터베이스인 Enerdata를 이용해 만들어졌습니다. 

Enerdata는 다음의 가장 특별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문지(Petroleum Economist, Cedigaz News 

Report, Enterpress, BIP…), 에너지 회사들의 년간 보고서, 공식 국가 웹사이트(정부, 규제기관, 시장운영자, 에

너지 에이젼시). 또한 Enerdata는 폭넓은 세계적 네트워크를 통해 맺어진 각 지역의 에너지사업분야의 관련

기관 및 기업, 연구 및 학술기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Enerdata는 그 품질에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Enerdata 팀의 숙련된 경제전문가와 분석전문가들

은 산업의 최고 정보원을 신중히 선택해 선별하고, 비교, 검토해 가장 우수한 정보를 만듭니다. 

 이 모듈은 전세계 에너지 산업 분야의 가장 중요한 뉴스들을 제공합니다. Enerdata의 분석가들은  

가장 적절한 정보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이 뉴스들을 찾아 선택하며, 전세계 에너지 및 이산화탄소시장 관

련 뉴스들을 검토합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에게 보다 나은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시장에 확실한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는 뉴스들만이 제공됩니다. 

바이오연료, 바이오매스 연료, CO2, 열병합발전, 원유, 전기,  

GTL (Gas to Liquids), 지열에너지, 열, 전기, LNG, 천연가스,  

원자력, 석유, 정제유, 재생가능한 에너지, 태양에너지, 우라늄, 

바람에너지 

기업인수, 계약, 기업예측, 투자, 시장, 정책, 가격, 프로젝트, 에너

지 매장량, 위협요소(Risk), 판매, 공급, 기술 

BG Group, BHP Billiton, BP, Centrica, CEZ, Chevron, CNOOC, CNPC, Conoco Phillips, 

Dong, E.ON, EDF, Edison, EDP, EGL, Electrabel, EnBW, Endesa, Enel, ENI, Entergy, 

Essent, Exelon, ExxonMobil, Fortum, Gas Natural, Gazprom, GDFSuez, Iberdrola, 

Lukoil, Nuon, OMV, Petrochina, Reliance, Rio Tinto, Rosneft RWE, Shell, Statkraft, , 

StatoiHydro, Total, Union Fenosa, Vattenfall, Verbund, Xstr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