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IEA)

소매용 냉동 진열장에 대한 매핑 및
벤치마킹

MB8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에너지
라벨링 제도 이행협약(4E)의 일환인
매핑 및 벤치마킹 국제 상호 협력
프로젝트는 정책 입안자에게 다양한
국가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성능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성공적으로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관리하는 국가 정책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가능케 하며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돕습니다.
본 브리핑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독립형 소매용 냉동 진열장(수평형
아이스크림 냉동고와 수직형 유리문
냉장 캐비닛)의 에너지 소비량을
국가별로 비교한 결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 보고서는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 (미국의 경우,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자료를 사용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정책 개발자를 위한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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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한 모든 시장에 있는 상품들은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캐비닛이 사용하는 에너지 양은 대형과 보통 크기의 일반
냉장 캐비닛 및 냉동 캐비닛이 소비하는 에너지양의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비
 록 비용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호주, 캐나다, 미국에서 (예를 들어)
에너지스타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들 제품은 최소 에너지 효율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럽/호주와 미국/캐나다 사이에는 실험 방법, 제품 분류, 효율성 측정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밀접한 제휴는 공급자들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집행기관이 벤치마킹과 감시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향상을 가져다 주며 제품의 시장간 이동을 촉진합니다.

에넥스 보고서 배포처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매핑 및 벤치마킹 국제프로젝트 결과는 해당 웹사이트인
http://mappingandbenchmarking.iea-4e.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contact@mapping.iea-4e.org
2012년 12월 게시

주요 조사 결과
Unit energy consumption of chilled cabinets
(normalised kWh/day)

유리문 냉동 진열장의
평균 에너지 소비량
캐나다, 호주, 캘리포니아의
독립- 수직형 유리문 냉장
캐비닛의 평균 소비량은 2008
년부터 2011년까지 하루에
6kWh정도를 유지했습니다. 같은
시장에서 수평형 아이스크림
캐비닛의 소비량은 하루에
6~9kWh정도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2011년까지 2~3년에 걸쳐
매년 10%씩 증가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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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nergy consumption of chilled cabinets (kWh/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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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energy consumption of frozen cabinets (kWh/day)

Volume (m3)

효율성 규제를 위한
요건 다양화

2010

2011

유리문 냉동 진열장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회

Canada 2010
USA California 2011
Canada MEPS
USA ENERGY STAR requirement
USA Federal and California M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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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제품을 분석한 자료는
유리문 캐비닛은 최저 성능부터
최고 성능의 제품이 유리문
캐비닛의 전 사이즈에 300% 이상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단지 200%
정도의 분포를 보여주는데 이는
아마도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진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MEPS)
을 채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성능이
가장 좋은 캐비닛은 단위 부피당
평균 소비의 3분의 1정도만을
소비하는데 이는 성능 개선을 위한
상당한 여지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Canada 2010
USA California 2011
Canada MEPS 2007-2012
California and 2013 Canada MEPS
USA ENERGY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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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수평형 아이스크림
캐비닛에 대한 그래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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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듯이, 미국 연방이
발표한 MEPS수준은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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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캐나다의 MEPS 수준보다
더 엄격했고 이는 201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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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기준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더 엄격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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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까지 유지되었습니다. (
미국과 캐나다 양쪽의 규제가
10
수직형 및 수평형 캐비닛에
적용되었음. 하지만 수직형 냉동
5
캐비닛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보내준 데이터세트로는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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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음). 이 자료는 현재
캐나다와 미국의 MEPS가 3
Volume (m )
분의 1만큼 줄여질 수 있음과
비록 비용에 대한 문제가 있을 지라도 여전히 수평형 냉동 캐비닛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냉장 캐비닛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 본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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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요약은 2012년 10월에 출간된 전체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데이터 품질은 나라와 그래프간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체 보고서를 참조하십시오.
IEA 기기효율향상정책신실행협약협의는 여기에 사용된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타난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기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어떠한 행동이나 결정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