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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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 이유
ㅇ 에너지효율 라벨 개정을 통해 효율 정보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및 새로운 제품
트렌드 수용
ㅇ 셋톱박스, 판매실적 신고기한 등에 대한 효율제도 정비를 통해 제도 운영의
혼란 방지

주요 내용
품목
효율라벨
개선
효율제도
정비

주요내용
ㅇ 에너지소비효율 라벨 디자인 개선(크기, 효율정보) 및
표시방법의 유연성 제고

시행일
‘16년 7월 1일

ㅇ 셋톱박스, 냉방기류 등의 효율 기준 명확화

‘15년 8월 1일/

ㅇ 기타 효율제도 정비

‘15년 10월 1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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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라벨 개선
추진 배경

ㅇ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 증가
- 소비자의 인식 제고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정보에 대한 요구 증가
* 소비자의 86%가 제품 구매시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을 확인 및 ‘에너지절감’이
‘서비스’, ‘브랜드’ 등과 구매동인 수준 유사 (보급현황 조사 연구 ‘14년)

- 제조업체의 경우, 새로운 구조 및 디자인 제품 개발로 인해 효율라벨 부착
어려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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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라벨 개선
라벨 변경
ㅇ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여 에너지비용 산출근거 등 정보를 확대하고,
라벨 인식 제고를 위한 디자인 개선
품목
공통
공통
공기청정기
삼상유도전동기
제습기

주요 개선 사항
ㆍ정보개선 : 에너지비용 산출근거 제시, 적용 효율기준
비교 근거 제시 ⇒ 소비자 정보 강화
ㆍ라벨 인지도 제고 : 형태변경, 크기 대폭 확대
(7㎝×7㎝ 원형→ 7㎝×9.6㎝ 직사각형 또는 반원+사각형)
ㆍ정보명확화 : 소비효율 소수점자리 확대(첫째→둘째)
ㆍ정보혼란방지 : 연간에너지비용 삭제
ㆍ정보명확화 : 에너지비용 개선(연간기준 → 월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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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라벨 개선

현재

7㎝ⅹ 7㎝

개선

7㎝ⅹ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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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라벨 개선
라벨 부착방법 개선
ㅇ (라벨 부착방법 개선) 새로운 제품 트렌드 수용을 위해 라벨 부착위치 및
부착방법의 유연성 제고
- 부착위치 유연성 부여 : TV(전면→전면 또는 후면), 후면부착시 별도
표시물을 판매자에게 제공
전기밥솥(전면/윗면→전면/윗면/측면),
공기청정기(전면→전면/측면) 등
- 라벨표시 축소 비율 확대 : (현행) 75~100% → (변경) 60~100%

시행일
ㅇ 2016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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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제도 정비 – 기준 명확화
셋톱박스
ㅇ 셋톱박스 유형 중 위성 셋톱박스 측정방법 및 기준 중 다소 모호한 부분을
명확화하여 제도 운영상 혼란 방지
- 실제 운전 환경에서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 모의 시험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근거와 구체적 방법에 대한 규정이 미약함
ㅇ (측정기준) 위성 셋톱박스가 실제 환경에서의 측정이 불가능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조자 모의환경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및 방법 제시
ㅇ (시행일) ‘15년 10월 1일 적용

7

효율제도 정비 – 기준 명확화
홈멀티형 전기냉방기
ㅇ 홈 멀티형 전기냉방기에 대한 효율 측정방법은 마련되었으나, 이에 대한
효율라벨 표시방법이 불명확
- 에너지효율 등급, 소비효율 등 항목별 효율라벨 표기 방법을 명확화하여
제조업자 및 시험기관의 혼란 방지
* 실외기․실내기 1:1 기준 측정값을 기본으로 표기하고, 1:2 기준 측정값을 부기토록 함

ㅇ 시행일 : 2015. 10. 1
(개정사항) 효율등급 표기값은 1:1(실외기 1대+스탠드형 실내기 1대) 및 1:2(실외기 1대+스
탠드형 실내기 1대+벽걸이형 실내기 1대) 기준 판정값 중 하위 등급으로 표기, 냉방효율,
CO2 및 에너지비용은 1:1 측정 기준값으로 표기하고, 냉방효율 및 에너지비용에 대해서는
1:2 측정 기준값을 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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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제도 정비 – 기준 명확화

전기냉방기 및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ㅇ 스마트 기능의 에너지효율 측정방법에 관해 다소 모호한 부분을 명확화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
- 스마트 기능 기기의 시험방법 및 스마트 기능 구현 인정항목 명확화, 스마트
기능이 옵션인 제품도 스마트 제품으로 인정 등

ㅇ 시행일 : 2015.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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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제도 정비 – 기준 명확화

삼상유도전동기
ㅇ 적용범위에 대해 불필요한 해석을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을 명확화하여
제도 혼란 방지
- 주파수/전압의 측정조건, 적용 제외 ‘사례’에 대한 사항을 명확화하거나
제외하여 불필요한 오해 또는 혼란 방지
- 국제기준과 효율기준이 일부 다른 부분을 국제기준과 부합화(0.75kW 4극)
ㅇ 시행일 : 2015. 8. 1

제습기
ㅇ 제습효율 측정방법에 관해 모호한 ‘용어’ 표현을 명확화
- ‘정격제습능력’ 및 ‘측정소비전력’을 각각 ‘제습능력’, ‘소비전력’으로 변경
ㅇ 시행일 : 2015.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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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제도 정비 – 기타
판매실적 제출기한 완화

ㅇ 제조 또는 수입업자의 전년도 판매실적 제출의무 기한이 촉박하여 기한내
신고율 저조 및 제조업체의 어려움 가중
ㅇ (신고기한 변경) 신고 기한을 현실화하여 업계의 부담 완화 및 신고율 제고
(1월31일 → 3월 31일)
ㅇ (시행일) ‘15년 8월 1일 적용
현행

개 정(안)

제17조(보고) 법 제66조제1항 및 --- (생략) - 제17조(보고) 법 제66조제1항 및 --- (현행과
--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 동일) ---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매년 3월 31일까
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생략)-- 지 전년도 생산․수입 또는 판매실적을 ----(생
- 보고하여야 한다.

략)---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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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제도 정비 – 기타
에너지프론티어 제도 정비

ㅇ에너지프론티어기준 조정 주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프론티어 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조정주기) 3년마다 상향해야 되는 에너지프론티어 기준 조정 주기를
1등급 기준 조정시 상향하도록 개선
- 가전제품의 기술개발 및 효율향상 주기가 빨라 무조건 3년마다 상향하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음
- 시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등급 기준이 상향되면 자동적으로
프론티어 기준도 상향하도록 개선
ㅇ (시행일) ‘15년 8월 1일 적용

신규 시험기관 반영
ㅇ 효율관리기자재 지정 시험기관이 신규로 발생되어 이를 고시에 반영
ㅇ (시험기관 확대) 8개 품목에 대해 9개 시험기관 신규 지정 반영
ㅇ (시행일) ’15년 8월 1일 적용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