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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1차 오일쇼크 이후 유가의 등락에 관계 없이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화(절감)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세계 최고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는바,
이는 우리의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다. 즉 1차 오일쇼크 직전인 1973년과 비
교할 때 제조업 생산은 약 1.9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에너지 소
비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등 에너지 원단위에서도 세계 최고수
준의 효율성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정부는 2006년 5월「신국가에너지 전략」
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
효율을 30% 개선하는「에너지절약 프런트 러너 계획」
을 제정하였다. 또한
「에너지효율화기술전략 2008」등 에너지절약 기술개발전략 수립, 톱 러너
(Top runner) 제도 등 에너지절약 성과를 가시화하는 벤치마크 개발·보급,
에너지절약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일본 경단련은 자율규제를 통해서 에너지 효율화 투자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원단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최근 IEA는 2015년까지 유가를 배럴당 평균 100달러 수준(2007년 불변가
격)으로 전망한 바 있으므로 단기적인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 에너지 효율화
대책 추진의 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우리 정부도 그동안 원유가격 급등 국면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강
구해 왔으나,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해서는 유가의 단기적인 등락과
관계 없이 에너지효율화 정책의 강화 및 지속적 추진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교하면 산업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을 뿐만 아
니라 에너지 효율성이 크게 낮아 에너지 원단위 향상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따라서 향후 에너지절약 기술 개발을 위한 중점기술 선정과 로드맵
제시, 에너지 효율화 설비 관련 지원 강화,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국민참여형
메커니즘 구축 및 확산 등의 노력 강화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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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배럴당 140달러대를 기록하
던 유가가 크게 하락하고 있다. 유가
가 하락하는 것은 원유를 거의 100%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바람
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유
가가 140달러대를 돌파할 당시의 에
너지 절감 필요성이나 위기감이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기적
인 에너지 가격 등락과 관계 없이 지
속적으로 에너지 효율화 투자, 기술개
발 등을 통해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사회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우
리 경제의 당면과제라는 사실을 망각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에서는 자원
이 빈약하고 산업구조가 상대적으로

<표 1>

유사한 일본이 어떻게 세계 최고수준
의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였으며, 에너
지 절감(효율화) 노력을 계속하고 있
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
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일본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
일본은 에너지 효율(2006년)을 나
타내는 에너지 원단위1)가 우리나라의
약 1/3이며, OECD 평균의 약 1/2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표
1> 참조). 또한 제조업에서 부가가치
1단위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종 에
너지 소비량을 나타내는 에너지 소비

주요국의 에너지 원단위 추이
단위 : TOE/GDP 천 달러(2000년 가격)
1980

1990

2000

2006

2007

한국

0.34

0.33

0.37

0.32(311)

0.32

일본

0.12

0.11

0.11

0.10(100)

0.10

독일

0.29

0.23

0.18

0.17(167)

0.16

미국

0.35

0.27

0.24

0.21(199)

0.21

OECD

0.28

0.23

0.21

0.19(183)

0.19

자료 : IEA,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08.
주 : 1) 1TOE(Tonnage of Oil Equivalent)는 원유 1톤에서 얻을 수 있는 열량을 의미.
2) ( ) 안은 일본의 에너지 원단위를 100으로 했을 때의 각국의 원단위 수준.
3) 2007년은 추정치.

1) 에너지原단위(Energy Intensity)란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서, 에너지원단위(TOE/천달러)=에너지소비(TOE) / 총부가가치(GDP)로서 산출된다. 따라서
에너지원단위는 산업구조형태, 부가가치 정도, 에너지 절약·이용효율 수준 등에 의해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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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국 주요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 원단위 비교(2005년)
(일본 = 100)
한국

미국

중국

철 강

105

120

110

120

화 학

102

112

120

109

시멘트

131

177

130

152

자료 : 資源·エネルギ一

,「エネルギ一白書, 2007年版」
, 2007.

효율도 세계최고 수준이다. 에너지 다
소비 업종인 철강, 화학, 시멘트의 경
우를 예로 들어보면 2005년 일본을
기준(=100)으로 할 때 우리나라는
화학, 철강 등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으나 특히 시멘트의 경우에는 130
으로서 일본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
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 참조).
일본은 한국과 비슷한 자원부존 구
조와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에너
지 효율 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을 유
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

<그림 1>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일본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는 1차
오일쇼크 때의 수준 유지
일본은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 제고
의 결과 1차 오일쇼크 직전인 1973년
과 대비할 때 제조업 생산은 약 1.9배
증가하였으나 제조업 에너지 소비는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그
림 1> 참조).
일본의 높은 에너지 효율은 1차 오

일본 제조업의 에너지 소비와 경제활동

자료 : 資源·エネルギ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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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민·관이 합
심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추진해 온 결과이며, 일본정부
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었음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하겠다.
일본은 1차 오일쇼크 후(1973~77
년)에 산업별로 에너지 효율화 노력
을 기울인 결과 산업구조가 에너지
저소비형 구조로 변화하기 시작하였
다.2) 특히 알루미늄, 선철, 시멘트, 판
유리 산업은 생산기술의 변화, 열관리
향상, 가동률 상승으로 에너지 원단위
가 크게 향상되는 등 철강, 비철(알루
미늄), 에너지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
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기 시
작하였다. 에너지소비 원단위가 높은
산업의 경우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자원에너지 효율화 투자 비중을 제고
해 왔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차 오일쇼크 때에 일본정부는「에
너지 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에
너지 절약법)」 제정(1979년)을 통해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제1종 혹은 제
2종 에너지관리 지정공장을 지정하여
에너지 관리자를 선임하고 에너지 사
용 기록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1979년
5% 석유소비 절감대책 추진, 1980년
7% 석유소비 절감대책 추진 등 매년
에너지 절감 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정부는 오일쇼크에 따른 불황
및 구조조정 압력에 대응하여 적극적
2)「日本

인 산업 및 기업구조조정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적 산업구
조로의 전환에 성공하였다. 일본의 제
조업 업종별 에너지 소비구조 추이를
보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소재형산업
의 비중이 줄고, 상대적으로 에너지
소비가 적은 조립형산업의 비중이 증
대하였다. 1970년 에너지 다소비형인
소재형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중이
80%였으나 2006년에는 동 비중이
72%로 낮아졌다.

(3) 일본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산업분
야보다는민생·운수분야가주도
일본의 에너지 소비 증가는 산업보
다는 민생(가정 및 업무용) 및 운수
분야에서의 소비증가가 주도하였다.
1973~2006년 간 일본의 부문별 최종
에너지소비를 보면 산업부문은 1.03배
증가에 그친 반면 운수 2.07배, 민생
부문은 2.1배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
부문의 에너지 소비 비중은 1973년
62.5%에서 2006년 46.6%로 오히려
감소하였으나 민생(가정·업무용), 수
송 부문의 비중은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부문의 지속적인 에너지
효율화 노력, 민생, 수송부문의 편리
하고 안락한 삶에 대한 추구, 가전기
구의 대용량화 및 기능의 고도화, 자
동차의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白書 1979年版」
,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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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본의 부문별 최종 에너지 소비 추이
단위 : 비중, %
1973

1979

1990

2000

2006

산 업

62.5(57.9)

56.5(51.7)

49.8(44.2)

47.4(43.3)

46.6(43.6)

민 생

18.1

20.9

24.4

26.5

27.4

운 수

16.4

19.9

23.0

24.1

24.4

자료 : 日本 エネルギ一
硏究所,「エネルギ一
統計要覽」
, 2008.
주 : 1) ( ) 안은 제조업 비중이며, 산업에는 제조업, 농림수산업, 광업, 건설업이 포함.
2) 비에너지 부문 비중이 약간 있으므로 세부문의 구성비의 합이 100이 아님에 주의.

(1) 일본, ‘에너지절약 프런트 러너 계
획’ 등 에너지 효율화정책 지속
추진
일본정부는 에너지소비 효율 개선
을 위해 2006년 5월 「신국가에너지
전략」
에서 2030년까지 에너지 소비효
율을 30% 개선하는‘에너지절약 프
런트 러너 계획’
을 제정한 바 있다.
일본은 석유위기(1973년) 이후 약 30
년간(2003년도) 약 37%의 에너지 소
비효율 개선을 달성했고, 다시 2030년
까지 이를 30% 개선할 계획이다.
일본정부는 혁신적 기술개발의 전
략적 추진과 기술개발 성과의 평가·
보급을 통한 사회 경제시스템 정비를
양대 축으로 에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
진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주요 효
율화 정책 추진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일본의 에너지절약 대책
관련 예산을 보면 에너지절약형 기술
개발에 중점 지원하고 있다. 2008회계
연도 예산 1,308억엔 중 에너지절약형
기술개발 프로그램이 423억 8,000만엔
으로 가장 많고, 에너지절감 설비 등
도입 촉진 307억 6,000만엔, 주택·건
축물의 에너지 절약 기기도입촉진
222억 3,000만엔(<표 4> 참조)이다.
둘째, 에너지 절약형 설비투자나 기
술도입에 대해 세제 및 자금 지원, 공
장·사업장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개
보수에 저리 융자를 추진하고 있다
(<표 5> 참조). 이러한 저리 융자 지
원에는 자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NEDO 등 정부부처는 물론, 일본정책
투자은행, 중소기업 지원형 금융공고
등의 금융기관도 대거 참여하고 있다.
셋째, 한편 톱 러너(Top runner)
제도3) 도입을 통한 가정용 및 사무기
기, 자동차의 에너지 효율 개선 추진

3) 톱 러너(Top runner) 제도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동일 종류의 기기 중 최고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가진 제품의 효율 이상을 목표연도까지 달성하는 것을 법률적 의무사항으로 부과하는
제도(일본에는‘에너지 절약법’
에 의해 1998년부터 시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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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강화하고 있다(<표 6> 참조).
넷째, 일본은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
계획의 일환으로 업종별로 추진하는
에너지효율 증대를 위한 자율행동계
획의 평가·인정제도를 채택, 관계 심
의회의 정기적 검토를 받도록 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2007년도에도
경제산업성 소관 39개 업종의 추진실

<그림 2>

태를 점검하고 21개 업종의 목표를
상향조정하는 등 자율행동계획을 강
화하고 있다. 한편, 일본 경단련은
1997년 6월, 201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상사업 전체에서 1990년
대비 ±0% 이하로 억제할 것을 목표
로 하고, 업종별 목표도를 규정한「일
본경단련 환경자율행동계획」
을 공표,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의 과제와 방향

자료: 日本

産業 , 「新 家エネルギ一

略」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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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일본의 에너지절약 대책 관련 예산 및 주요 항목
단위 : 억엔
2007년도

2008년도

1,279

1,321

269.3

296.5

4.3

11.1

- 전체 예산
- 산업, 업무(상업), 운수부문의 에너지절감 설비 등 도입 촉진
에너지사용합리화 사업자 지원 사업
에너지절감 대책 도입 촉진 사업
-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기기 도입 촉진

242.1

222.3

고효율 급탕기 도입

(177.9)

(163.2)

에너지 절약형 주택 보급 촉진

(12.0)

(19.7)

에너지 절약형 건축물 보급 촉진

(11.5)

(12.5)

- 에너지 절약형 기술개발 프로그램

478.1

423.3

(80.0)

(69.0)

가정 등 에너지 절약 설비도입 촉진 정보제공 사업

16.2

17.2

자동차 연비효율개선 시스템 도입 촉진 사업

1.8

2.0

에너지사용합리화기술 전략적 개발사업
- 기타

자료 : エネルギ一ビジネス硏究 ,「中小企業から エネの風」
, 2008. 3.
주 : 회계연도(4. 1~3. 31) 기준, 2008년도는 예산안.

자율적으로 에너지 절약 노력을 전개
하고 있다.

(2) 일본정부, 에너지 효율화 기술
개발에 박차
일본정부는 1차 오일쇼크 이후부터
국가주도의 에너지 절약기술 개발 착
수하고 있다. Sunshine계획(1974)4),
Moonlight계획(1978)5)을 추진하였으
며, 1993년부터 이를‘New Sunshine계

획’
으로 통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일본정부는 최근 에너지 효율화
프런트 러너 계획의 목표하에 에너지
효율화(절약) 기술개발을 위하여「에
너지효율화기술전략 2007」
과 이를 수
정 보완한 「에너지효율화기술전략
2008」
을 제정하였다.「에너지효율화기
술전략 2008」
에서는 다섯 가지를 중
점기술로 들고 있으며, 기술전략맵6)을
제시하고 있다(<표 7 > 참조).
일본정부는 2030년을 목표로‘에너

4)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풍력 등 新에너지 실용화(대체에너지
개발)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이다.
5) 에너지 효율형 기기개발, 고효율 가스터빈, 전자유체발전(電子 體發電), 폐열 이용시스템 등 에
너지 효율 기술개발 추진 및 민간의 에너지절약 기술개발 계획을 지원한다.
6) 기술전략맵은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요소기술을 포함하여 추출한 기술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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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일본의 에너지절약 설비 도입 등과 관련된 주요 정책지원
내용

지원 대상자

에너지사용합리화사업자 지원사업

소관

전 업종

주택·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해당 시스템을 기축, 신축, 증축
도입 추진사업(건축물과 관련된 것) 및 개축한 민생용 건축물에 도입
할 때의 건축주 등
주택·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시스 BEMS를 기축, 신축, 증축 및 개
템 도입 추진사업(BEMS 도입 지 축한 민생용 건축물에 도입할 때
원사업)
의 건축주 등

도입
지원
(해당 민생부문 등 지구온난화 대책
사업 실증모델 평가사업
자금
보조) 에너지 공급사업자 주도형
공급 에너지절약 연계추진사업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NEDO((독)신에너지·
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

기축, 신축, 증축 및 개축한 민생
용 건축물에 에너지절약 시스템
을 도입하는 사업 및 그 사업에
관한 홍보활동을 하는 에너지 공
급사업자, 지방공공단체 및 건축
주(소유자) 등

지역 에너지절약 비전책정 등 사업
종합 에너지절약 추진사업
금융상 <산업부문 에너지절약 추진사업>
지원
조치
(해당
사업의 종합 에너지절약 추진사업
설비 <건축물 에너지절약 추진사업>
도입시
저리
융자)

지방공공단체 또는 그 출자법인
대기업

일본정책투자은행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
공고
자원에너지청

대기업

일본정책투자은행
오키나와진흥개발금융
공고
자원에너지청
국토교통성

금융상
지원
조치

에너지 유효이용 촉진

중소기업, 융자기간은 15년 이내

국민생활금융공고
자원에너지청

채무보증 자원유효이용촉진 등 채무보증제도
세제지원 에너지수급구조개혁 투자촉진세제
조치
자료 :

중소기업금융공고

産業

資源エネルギ一

NEDO
7% 세액공제(중소기업에만 해당) 자원에너지청
또는 30% 한도의 특별상각

,「エネルギ一白書 2007年版」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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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일본의 각종 기기의 에너지절약 목표 및 실적

승용차

화물차

에어컨
텔레비전(TV)

세부 품목
가솔린 1차
가솔린 디젤 2차
LP가스
디젤 1차
소형버스
노선·일반버스
가솔린 1차
가솔린 디젤 2차
디젤 2차
트럭
냉난방겸용 4kW 이하(1차)
상기의 것 이외(1차)
냉난방겸용 4kW 이하(2차)
브라운관 TV
액정·플라스마 TV

비디오테이프 레코더
형광등기구
복사기
전자계산기
자기디스크장치
전기냉장고
전기냉동고
스토브
가스조리기구

가스온수기구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가스
석유
풍로부
그릴부
오븐부
가스순간온수기·가스욕조
가스난방기기(급탕기가붙은것이외)
가스난방기기(급탕기가 붙은 것)

석유온수기기
전기좌변기
자동판매기
변압기

1차
2차
1차
2차(종이 용기·컵식 추가)
유입식
몰드식

전자레인지
전기밥솥
DVD 레코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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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디지털 비대응
지상파 디지털 대응
資源エネルギ一

시작연도
1999
2007
2003
1999
2007
2006
1999
2007
1999
2006
1999
1999
2006
1999
2006
1999
1999
1999
1999
2006
1999
2006
1999
2006
1999
2006
2002
2002
2002
2004
2004
2002
2004
2004
2002
2002
2007
2002
2007
2002
2002
2006
2006
2006
2007

목표연도
2010
2015
2010
2005
2015
2015
2010
2015
2005
2015
2004
2007
2010
2003
2008
2003
2005
2006
2005
2008
2005
2008
2004
2010
2005
2010
2006
2006
2006
2008
2008
2006
2008
2008
2006
2006
2012
2005
2012
2006
2007
2008
2008
2008
2010

,「エネルギ一白書 2008年版」
, 2008.

목표치(%) 실적치(%)
22.8
26.0
23.5
11.4
14.9
7.2
12.1
13.2
12.6
6.5
21.7
12.2
66.1
67.8
22.4
16.4
15.3
58.7
16.6
30.0
83.0
69.0
78.0
71.0
30.5
21.0
22.9
12.7
1.4
3.8
13.9
27.4
20.3
4.1
3.3
1.1
3.5
10.0
9.7
33.9
33.9
30.3
8.5
11.0
22.4
20.5

25.7
73.6
35.6
72.5
99.1
98.2
55.2
22.9

14.6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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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본의‘에너지효율화기술전략 2008’
의 중점 기술과 내용
주요 내용
환경조화형 프로세스 기술 개발
초연소시스템 기술

혁신적 유리 용융 프로세스 기술 개발
혁신적 마이크로반응場 이용 부자재 기술 개발

시공(時空)을 초월한 에너지 이용 기술

카본 나노 튜브 커패시티 개발 프로젝트
그린 IT 프로젝트

에너지절약형 정보생활공간 창생(創生) 기술

차세대 고효율 네트워크 디바이스 기술 개발
차세대 대형 저소비전력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등

선진교통사회확립 기술

에너지 ITS 추진사업 등

차세대 에너지절약형 디바이스 기술
자료 :

産業

資源エネルギ一

파워 일렉트로닉스 인버터 기반 기술 개발 등

,「 エネルギ一技術 略2008について」
, 2008.

지 사용합리화 기술’
을 일본 산업경
쟁력의 원천으로 만들기 위하여 산관
학, 이종 사업분야, 메이커(제조사)·
사용자 등 다양한 주체간의 제휴를
촉진하여 혁신적인 에너지절약형 기
술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술한 일본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과 성과는 향후 우리나라가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참고해야
할 대표적인 사례이다.
우리나라도 배럴당 140달러대를 돌
파한 초유의 고유가 국면에 대한 대
응으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수립

(2008. 8. 27)’
, ‘장기·단기 에너지절
감대책 수립(각각 2008. 4. 24, 7. 26)’
등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유가 하
락 분위기 및 금융위기 국면에서 에
너지절약에 대한 경각심이나 정책 추
진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주목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편, IEA는 지식경제부 등이 주최
한 세미나에서 “2008년 세계에너지
전망”보고서를 통해 2015년까지 유
가가 배럴당 100달러 수준(2007년 불
변가격)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7)하
고 있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의 급등 등과
함께 향후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상

6) 기술개발의 진전을 시간축에 따라 표시한 기술로드맵, 기술개발과 관련시책을 함께 표시한 도입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으며, 종합적 에너지효율의 향상, 운송부문의 연료 다양화, 신에너지 개
발도입 촉진, 원자력 이용, 화석연료의 안정공급 확보와 효율적이고 친환경적 이용이라는 정책
적 목표를 실현하는 기술을 추출하여 작성하였다.
7) 지식경제부 보도자료, 2008.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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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고 있으므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리 정부는 단기적인 유가
의 등락에 관계 없이 지속적으로 에
너지 효율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향후 적극적인 조정지원정책
의 시행을 통해 에너지 절약적 고부
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
하고, 기존의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에너지 원단위(효율) 향상을 위한 노
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소
비가 적은 지식기반 서비스 등 지식
집약형 산업의 발전에 주력, 에너지
절약형 설비투자에 대한 정부의 자금
및 세제상 지원 강화, 에너지 효율화
관련 중점 기술개발에 대한 발굴과
로드맵 제시 등이 요구된다.
둘째, 에너지 절약의 구체적인 목표
치 제시와 절약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에너지절약형 사회 구축을
위한 메커니즘 조성이 필요하다. 일본
의 경우 자동차, 에어컨 등의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공

8) 通産資料出版會,「 エネルギ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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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표함으로써 전 사회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절약 대책의 시행여부와 효과를 정기
적·지속적으로 조사하는 메커니즘을
확립·강화함으로써, 에너지 절약정책
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도 전경련 등 경제단
체를 중심으로 일본 경단련처럼 구체
적인 자율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실천
함으로써 특히 산업부문의 에너지 절
감과 효율 향상에 한층 더 노력을 경
주할 필요가 있다. 일본 경단련은
1990년 대비 2010년까지 철강, 화학,
제지 등의 에너지 원단위 10% 삭감
을 추진하고 있다.8)
넷째,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투자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등 대체에
너지 분야가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설비의 국산
화 및 기술의 자립화 노력 강화도 필
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