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에너지기(IEA)

냉장 음료수 자판기에 대한 매핑 및
벤치마킹

MB9

국제 에너지 기구(IEA)의 에너지 라벨링 제도 이행협약
(4E)의 일환인 매핑 및 벤치마킹 국제 상호 협력
프로젝트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양한 국가의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 성능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합니다. 이는
제품의 에너지 소비 효율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국가
정책들에 대한 벤치마킹을 허용해주며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이 브리핑은 냉장 음료수 자판기의 에너지 소비를 나라별로
비교한 결과를 설명합니다. 이 보고서는 호주, 캐나다,
유럽연합, 미국 (미국은 에너지스타 프로그램과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의 자료로 나타냄)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책 개발자를 위한 관측
n

북
 미/호주에서는 앞면이 거의 불투명한 제품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반면에
유럽시장에서는 앞면에 유리가 달린 제품 사용이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는
유럽의 기기들이 다른 지역의 기기들보다 전형적으로 20% 작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평균적으로 효율성이 더 낮음을 의미합니다.1 이러한 지역간 효율성 차이는 각 시장에서
제품의 종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n

여
 러 지역에서 최소 에너지 성능 표준(MEPS)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추세는 이 같은 규제들이 제품의 성능 향상을 이끈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음을
보여줍니다.

n

비
 용상의 문제가 예상되기는 하지만, 전체 시장에 걸쳐 최저소비효율기준(MEPS)을
적용하여 강화할 수 있는 상당한 여지가 있습니다. 크기를 막론한 모든 제품의 최고
성능과 최저 성능 제품 사이의 일일 에너지 소비량은 200% 이상 차이가 납니다 (
에너지스타 세트 제품은 제외). 최고성능의 제품은 각 시장에서 사용되는 일반 성능의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한 병/캔당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n

미
 국의 에너지스타 프로그램은 더 나은 성능의 제품이 가능함을 확인해줍니다. 해당
기기들의 평균 에너지 소비는 비슷한 용량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의 평균치보다
25%나 낮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의 에너지스타 기기들은 한 캔당 유럽의 기기들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반을 약간 상회하는 정도만 소비합니다.

n

실
 외 등급 제품과 비교했을 때, 실내 등급 제품의 에너지 효율 기준이 상대적으로 더
엄격합니다. 캘리포니아와 캐나다에서 실내 제품들은 실외 제품들보다 40% 이상의
에너지를 더 소비할 수 있게 허용된 반면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주위의 온도가 상당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제한은 두 경우 모두 같음), 가장 최근의 미국 에너지스타
기준은 두 제품간에 차별을 두지 않아, 이 같은 허용치가 적절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1

이는 모든 지역에서 해당 음료기계 및 앞유리 기계에 대해 동일한 개수의 캔/병을 바탕으로 한 용량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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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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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판매기의 용량에 있어
상당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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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중인 유럽 기기들의 평균 용량은 미국
및 캐나다, 호주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20%정도
작습니다. 유럽 기기들은 평균 450캔을 수용하는
반면 호주와 미국 에너지스타 기기들은 보통 600캔
이상을 수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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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기기는 본질적으로 효율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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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간 평균 에너지 소비량에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9

2006년에 만들어진 에너지스타의 새로운 기준은 주목할
만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모든 시장에
걸쳐 지난 8년간 기기 성능은 거의 변하지 않았을
것 입니다. 다음 에너지스타의 기준은 2013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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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장에서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상당한 여지
모든 규격과 전체 시장에서 가장 성능이 뛰어난
모델은 최하의 성능을 가진 모델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약 3분의 1정도만을 소비하는데, 이를 통해
개선을 위한 상당한 여지가 생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의 성능을 가진 미국 기기들은 유럽연합,
캐나다, 호주의 최고 성능 제품들이 소비하는 에너지
보다 20% 적게 소비합니다.

20
Unit Energy Consumption (normalised kWh/day)

Average Energy Consumption (normalised kWh/day)

유럽 기기는 300캔을 수용할 수 있는 내부용량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최저 소비치이며 미국의
에너지스타 자격을 가진 기기들에 비해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효율입니다. 그러나, 분석된 유럽 기기의 60%는 앞면
유리 나선형 자동 판매기로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사용되는
단열이 잘되는 앞면이 불투명한 캔/병 판매기들보다 효율이
떨어집니다. 미국의 효율성과 맞추기 위해서는, 유럽기기의
전형적 기능에 변화를 주거나 (예를 들어, 유리보다
불투명한 앞면 사용),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다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방안 - 삼중 유리 혹은 훨씬 향상된
냉장고 효율 등이 사용되어야 할 것 입니다.

Normalised energy efﬁciency (kWh/day/300 c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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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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기효율향상정책실행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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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