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제도
사이트

2015

효율관리제도
EFFICIENCY SYSTEM

한국에너지공단은 소비자에게 효율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효율관리제도
안내서

신고∙인증된 제품을 볼 수 있는“효율관리제도”
http:// bpms.energy.or.kr/efficiency_system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에너지효율향상 ▶ 에너지소비
효율등급제도 클릭

●

인터넷 검색 :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

에너지 효율향상은 에너지절약의
가장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며
그 중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기기∙설비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기∙설비 효율을 관리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이

효율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도문의 고효율인증제도 031-260-4241~5
효 율 등 급 제 도 031-260-4246~4251
대기전력저감제도 031-260-4248, 4251

가전제품 간 효율성능을 비교하는“효율바다”

3대 효율관리프로그램

http://www.효율바다.kr
●

인터넷 검색 : 효율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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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에너지관리공단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표시제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인증제도

www.motie.go.kr

www.energy.or.kr

효율관리
3대 프로그램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

효율관리제도
대상 품목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일반적으로 널리

대기전력 저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기에

에너지 효율이 우수하여 보급을 촉진할

보급되어 에너지 관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하여 대기전력 저감기준을 만족하는지

필요가 있는 기자재에 대해 인증을 부여

에너지효율등급 표시를 하여 소비자가

여부를 신고토록 하여 대기전력 우수제품의

함으로써 기업이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도록

에너지 절약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

1등급 제품이 에너지 절약제품

●

1등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절약형 제품이며,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5등급 제품 대비 약 30%~40%의 에너지를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대기전력이란?

●

컴퓨터, 모니터 등 사무∙가전기기는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도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렇게 전자 제품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 소비되는 전력을“대기전력”
이라고
합니다.

제품 신고
●

●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국내생산) 또는 수입업자(해외
생산)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제품 생산

▶

효율성능
시험

▶

제품 신고

▶

신고제품
판매

제품 신고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제조업자(국내생산) 또는 수입업자
(해외생산)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합니다.

▶

대기전력
시험

▶

제품 신고

▶

신고제품
판매

●

●

제품 신고 사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대기전력신고]

●

대상 품목

컴퓨터, 모니터 등 주요 사무가전기기
●

대상 품목

인증 절차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이며, 인증 신청시 인증비용이
발생합니다.

제품 생산
제품 생산

에너지소비효율이 5등급보다 낮은“최저소비효율미달제품”
에
대해서는 생산∙판매가 금지됩니다.
●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제품 신고 사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효율등급신고]

●

▶

효율성능
시험

▶

인증 신청

▶

인증 심사
(서류검토∙
공장심사)

▶

인증제품
판매

●

고효율인증제품이 인증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인증제품에
대한 취소 및 기업의 인증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인증 신청 사이트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고효율인증신청]

●

인센티브

정부에서는 고효율기기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고효율제품의
조달청 우선구매,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에너지절약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
●

전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전기드럼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안정기내장형램프,
삼상유도전동기, 가정용가스보일러, 어댑터∙충전기, 전기냉난방기,
상업용전기 냉장고, 가스온수기, 변압기, 창세트, 텔레비전수상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제습기
(26개 품목)
★ 어댑터,

에너지효율이 높고 절약효과가 우수한 제품을 심사하여 한국에
너지공단에서 인증한 기자재로,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고효율
인증제품에 고효율기자재 마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

고효율기자재란?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대상 품목

보일러 및 냉난방 설비, 전력설비,
조명설비, 단열설비

안정기 등 일부 품목은 최저소비효율기준만족 라벨 부착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
자동절전제어장치, 오디오, DVD플레이어, 전자레인지, 도어폰,
유무선전화기, 라디오카세트, 비데, 모뎀, 홈게이트웨이, 서버,
손건조기,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 (21개 품목)
★ 자동절전제어장치,

손건조기, 서버, 디지털컨버터, 유무선공유기는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만 해당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 열회수형환기장치, 산업건물용가스보일러,
펌프, 원심식스크류냉동기, 무정전전원장치, 메탈할라이드램프안정기,
나트륨램프안정기, 인버터, 난방용 자동온도조절기, LED교통신호등,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직화흡수식냉온수기, 단상유도전동기,
환풍기, 원심식송풍기, 수중폭기기, 메탈할라이드램프, 고휘도 방전
(HID)램프 고조도반사갓, 기름연소온수보일러, 산업건물용기름보일러,
축열식버너, 터보블로어, LED유도등, 항온항습기, 컨버터외장형
LED램프, 컨버터내장형LED램프,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LED보안등기구, LED센서등기구, LED모듈 전원공급용 컨버터,
PLS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 초정압방전램프용등기구, LED가로등기구,
LED투광등기구, LED터널 등기구,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가스히트펌프, 전력저장장치(ESS),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문자간판용 LED모듈, 냉방용 창유리필름, 가스진공온수보일러,
형광램프 대체형 LED램프(컨버터내장형), 무전극형광램프용등기구,
중온수흡수식냉동기 (47개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