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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관리 일본의 에너지절약정책 동향해외이슈

◈ 일본의 에너지소비 추세 및 일본정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활동 및 정책에 대해 소개

□ 일본 최종에너지 소비 추세

◦ 오일 쇼크 이후 실질 GDP는 2.6배 이며, 최종에너지소비는 1.2배 증가

- 일본의 GDP는 1973년 이후 상승 추세이며, 최종에너지 소비는 산업·

상업·가정·수송부문에서 에너지효율 향상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일본 GDP 및 최종에너지소비 추세 >

최종에너지소비량 
(1973년 è 2015년)

전체 1.2배

수송 1.7배

가정 1.9배

상업 2.4배

산업 0.8배

* 출처 : 일본 자원에너지청, 에너지정책동향 2017

- 에너지/GDP 원단위 변화는 에너지효율 수준의 변화로서 2000년 들어

최종에너지 소비가 GDP 성장과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심화  

* 에너지소비와 경제성장이 상반되는 흐름을 보이는 현상. 주요국(독일, 프랑스,

영국 등)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기점으로 발생

� 에너지효율 향상 사례 및 부문별 에너지효율 향상 목표

◦ (Top Runner제도) 1998년 에너지효율법 개정을 통해 에너지소비 

기기의 효율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여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Top Runner제도 도입

- Top Runner제도는 자동차 연비기준 및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에너지 소비효율이 가장 뛰어난 소비기기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에너지기기 

제조사로 하여금 이에 준하는 제품생산을 의무화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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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Runner제도 도입으로 자동차 연비는 약96.7%(1996년è2014년),

에어컨은 약30.9%(2001년è2015년) 효율 향상 도모 

< Top Runner 제도 도입에 따른 자동차 및 에어컨 효율향상 >

<자동차 연비향상> <에어컨 효율향상>

* 자동차연비향상 : 파란색 추세선은 10·15모드 기준(주행거리 4,165m, 평균속도

22.7km/h, 주행시간 약9분), 녹색 추세선은 JC08모드 기준(주행거리 8,182m, 평균속도

24.4km/h, 주행시간 약20분), 출처 : 일본 자원에너지청, 에너지정책동향 2017

◦ (목표) 일본 정부는 최종에너지 수요가 2013년 36,100만kl에서 2030년 

37,700만kl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에너지효율향상 

정책을 통해 수요 규모를 32,600만kl 수준으로 감축 목표 설정

- 에너지효율 정책을 강화하여 5,035만kl 규모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

목표로 산업부문 1,042만kl, 건물부문 1,226만kl, 수송부문 1,607만kl,

가정부문 1,160만kl 감축 목표 제시   

� 일본 에너지효율제도 및 부문별 대책

 ◦ 일본정부는 석유파동을 계기로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에너지

효율법제정, Top Runner 제도를 통한 에너지효율기술 보급 및 보조금 

제도를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을 추진 

<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부문별 대책(∼‘30년) > 

  

산업부문 수송부문

· 벤치마크 제도도입(산업부문 Top runner제도)

· 사업자 에너지효율 등급구분 평가제도 도입

· 에너지 고효율 설비 교체 지원

· 차세대(전기) 자동차 보급 및 연비개선

·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구현

· 수송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건물부문 가정부문

· 신축건물 대상 에너지절약기준 의무화

· 고효율 설비(LED) 보급

· BEMS 도입율 약 50% 추진

· 신축주택 대상 에너지절약기준 의무화

· LED 조명 보급

· 전세대 HEMS 도입

* 출처 : 일본 자원에너지청, 에너지정책동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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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수요관리 부문

ㅇ 해외이슈 <일본의 에너지절약 정책 동향>
  - 省エネ政策の動向 平成３０年２月１３日 資源エネルギ省エネルギ課(20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