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업용 냉장고 에너지스타 인증
에너지 스타 기준 업데이트, V5.0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 V5.0

에너지스타 라벨이 부착된 상업용 냉장고 및 냉동고는 ECM 증발기 및 콘덴서 팬 모터, 고온 가스 방지

히터 또는 고효율 압축기와 같은 구성 요소로 설계되어 에너지 소비 및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므로

에너지 효율이 더 높습니다. 상업용 냉장/냉동고의 업데이트 버전인 V5.0의 요구 사항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V5.0에 준해 에너지 스타 인증을 취득한 상업용 냉장/냉동고는 평균적으로

24%까지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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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텍은 ENERGY STAR®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제품을 위한 시험 및 인증을 제공하는 EPA 공인 시험

및 인증 기관(CB)입니다. 전 세계 18개의 에너지 효율

시험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지화 된 서비스를 통해

빠른 시험/인증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EPA 공인 인증 기관

인터텍은 가스 및 전기 전자 제품에 대한 에너지 스타 인증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EPA 공인 인증 기관이며, 전 세계 에너지 효율과 관련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시험 후 24시간 이내 에너지스타 인증

• 원스탑 에너지 효율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에너지스타, DoE, NRCan, CEC, ErP, MEPS, SASO, 에코라벨 등)

• 환경에 대한 시험 인증 서비스 제공(Green Leaf 마크)

• 18개의 EPA 공인 시험소를 통한 현지화된 에너지 효율 서비스 제공

• 북미 진출을 위한 전기안전인증인 ETL 마크 동시 수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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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 요건을 적용하여 에너지 스타를 취득할 수 있으며, V4.0은 2022년 8월 6일까지 인증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 V4.0에 준한 인증은 2022년 12월 22일까지만 유효하며, 이 날짜 이후로의 모든 에너지 스타 인증은 V5.0으로 업데이트 및 신규 취득하셔야 합니다. 

냉장고 냉동고

제품 용적 V4.0 V5.0 V4.0 V5.0

0 - 15 0.022V+0.97 0.0267V+0.8 0.21V+0.9 0.21V+0.9

15 - 30 0.066V+0.31

0.05V+0.45

0.12V+2.248 0.12V+2.248

30 - 50 0.04V+1.09 0.285V-2.703
0.2578V-
1.8864

50 0.024V+1.89 0.025V+1.6991
0.142V+4.44

5
0.14V+4.0

주요 변경점 : Maximum Daily Energy Consumption (MDEC) 요구사항

Chef base*

CB.SC.M
( 요리사 기반, 독립식, 중온)

CB.SC.L
(요리사 기반, 독립식, 저온)

모든 용적 0.05V+2.1 0.22V+6.0

Service Over Counter**

총 디스플레이
면적(TDA(ft2))

SOC.SC.M (조리대 서비스, 독립식, 중온)

0 < TDA < 20 0.32TDA+0.6

20 ≤ TDA < 40 0.65TDA-6.0

40 ≤ TDA 0.4667TDA+1.3333

V5.0의 새로운 요구사항

*요리사 기반 또는 그릴 스탠드 : 음식을 조리할 수 있을 정도로 뜨거운 온도에 도달할 수 있는 그릴이나 다른 조리 기구를 그 위에 놓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되고 판매되는 상업용 냉동
장비입니다.
**조리대를 통한 서비스 : 판매 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뒷면에 미닫이문 또는 여닫이문이 있고, 앞에 유리 또는 기타 투명한 재질이 있어 제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하며, 높이가 66" 
이하이며 판매 직원과 고객 간의 거래를 위한 카운터 역할을 하도록 설계된 장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