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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에너지 효율화 산업 

1. EU의 에너지 효율화 산업 

 EU는 2030년까지 20%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두고 있음 

 에너지 효율 주택 및 가전 제품은 전 세계 생활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연간 약 1% 감소시킴 

 EU에서 주택과 가전 제품의 에너지 효율 상승 등으로 인해 2000년에서 2011년 사이 가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이 15.5% 감소함 

 에너지 효율 제품 시장 

 현재 EU의 에너지 효율 지침은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진공 청소기 등을 포함하지만 소형 가전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EU는 약 30개의 다양한 제품(헤어 드라이기, 스마트폰, 헬스기기, 전기 주전자 등등)에 

대해 에너지 절감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2015년부터 커피메이커의 보온기능은 40분 이후 전원이 자동적으로 꺼지도록 설계되어야 함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전구의 수요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2. 에너지효율정책 

 에코 디자인 지침 (2009/125/EC) 

 제품 설계 시 제품 전 과정(Life-cycle)에 걸친 친환경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 

 환경영향 감소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를 통한 자원 확보와 환경보전에 목적을 두고 있음 

 에코 디자인 규정은 최상의 제품을 기준으로 표준을 제정하여 단기간 내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기를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려는 목적이 있음 

 에너지라벨링 지침 (2010/30/EU) 

 2010년 신규 라벨 표기 방법 및 에너지효율 등급 도입 

 에너지 관련 제품의 라벨 부착 및 표준화된 에너지소비 정보제공 의무화 

 2014년 11월 진공청소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이 의무화 되었음 

 2015년부터 빨래 건조기에 대한 에너지 라벨링이 의무화될 예정 

 전자레인지, 환풍기, 오븐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 라벨링을 의무화할 예정 

 최종소비자가 제품의 에너지 소비 정보를 비교해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도록 함 

 EU 회원국은 에너지라벨링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에코디자인 지침과 에너지라벨링 지침은 제조국가에 관계없이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에너지 관련 제품에 적용되며, 미준수 시 EU 진입 및 판매 금지 

 이러한 규제 때문에 EU의 시장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제품 쪽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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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효율 건물 (Energy Efficient Building, EEB) 

 유럽은 전체 에너지의 40%를 건물이 소비하고 있음 

 시장조사 기관(Navigant Research)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유럽 내 에너지 

효율화 건물에 사용하는 누적 비용은 총 8,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2014년 EU에서 건물 에너지 효율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시장은 56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23년에는 1,09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EU 건물 에너지 성능 규정(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Directive, EPBD)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해 도입된 규정 

 2021년부터 EU 내 모든 신축 건물을 모두 제로에너지빌딩으로 짓는 것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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