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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6“제품 바스켓” - 대기 전력 
측정을 위한 국제적 연구법

자세한 정보

자료 공유 협정의 규정에 따라 더 많은 자료에 대한 이용은 개별 참가국간의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들은 www.energyrating.gov.au/products-themes/
standby-power/international/을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Annex 웹사이트 
(http://standby.iea-4e.org)와  www.selina-project.eu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nex가 만들어서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한 모든 문서들은 Annex 웹사이트 http://standby.iea-4e.org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Annex에서는 전세계의 대기전력과 관련된 문제나 사건들에 대한 새로운 
소식들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뉴스레터를 출간하고 있습니다. 무료 구독은 웹사이트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기 전력 국제 프로젝트는 전자제품이 절전모드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보, 수단, 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정부 정책입안자에게 제공합니다. 이 

브리핑에서는 세계 21개국에 걸쳐 13,000여종이 넘는 가전제품의 대기 전력 측정이란 

결과를 이루어낸 “제품 바스켓”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성공적인 국제 협력을 입증하고 

광대한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공유하는 비용 대비 효율적인 방법을 제공합니다.

정책입안자를 위한 기록
n  좋은 정책은 좋은 자료를 이용할 때 만들어집니다.

n   정책 입안자들은 제품 바스켓 툴킷을 이용할 수 있는데 이는 기준치 및 동향 분석뿐만 

아니라 정책 평가에 대한 대기 전력 자료를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n   결과를 공유하고 비교하는 데 있어서 전 세계가 동일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은 

정책입안자들로 하여금 방대한 양의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n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은 특히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제품을 취급할 때 자원, 시간, 

재정적인 투자를 분별 있게 사용하도록 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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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바스켓” 란 무엇입니까?
‘제품 바스켓’ 계획의 목적은 동일한 종류의 

제품들에 대한 대표적인 대기전력 측정값을 

수집하는 것 입니다. 이는 정책 입안자에게 

대기 전력 소비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다른 나라들의 

결과들과 비교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프로젝트는 4E 대기전력 국제 프로젝트,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 프로그램, 유럽 지적 

에너지 프로그램 SELINA 사이에 국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이 프로젝트는 현재 가전제품들의 

대기 및 오프 모드상태에서의 

성능을 파악하고 시험 비용을 

최소화시키며 포함된 제품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소매점에서 

이루어진 측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표준화된 자료 수집 과정은 

각각의 전력 모드를 어떻게 

측정할 지와 50개가 넘는 제품에 

대한 모델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는 안내서 와 그와 관련된 스프레드 

시트를 포함합니다.

참가국들은 우선 순위로 여겨지는 핵심 제품의 목록에 동의하였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에게는 측정 가능한 제품 종류의 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측정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진실성과 투명성 그리고 자료의 보안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자료 공유 협약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성과
1개국에 걸쳐 13,000 종류가 넘는 가정용 

오락기기, 정보통신기술 관련 기기, 백색 

가전제품들을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2012년 4월 청정 

에너지 장관회의에 제출된 ‘텔레비젼에 대한 

대기전력 동향’ 보고서에서 핵심 요소로 

다루어졌으며 이 내용은 북미, 한국, 유럽, 

호주에서의 정책 개발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음 단계
IEA는 현재 ‘제품 바스켓’ 방법을 어떤식으로 네트워크 제품들과 네트워크 대기전력 측정에 확대시킬수 

있을지에 대해 조사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방법은 2013년 말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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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passive standby power averages for 7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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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ry comparisons
Stereo - Integrated Power - Passive: Year 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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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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