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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기용 지능형 진단시스템의 설계 

Design of Intelligent Diagnostic System for Refrig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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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농산물 온 장시설의 냉동기용 지능형 진단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냉동기에 고장이 발생하

면 냉동기 주요배 의 온도가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하 다. 주요배 의 온도와 고장부 의 계를 신경회로망을 이용하여 

학습함으로써 고장상태를 추론할 수 있다. 제안된 방법을 구 하기 하여 온도계측시스템  진단 로그램을 개발하 다. 

개발된 시스템을 장에 용 실험하여 제안된 방법의 유용성을 검증하 다.

Abstract

In this paper a new intelligent diagnostic system for a refrigerator used for a cold-storage of farm produce was 

propose.  It is verified that the developed system is useful for the fault observation and diagnose of a refrigerator by 

experimental implementation. The basic idea of the proposed system in that the temperature of major pipes at fault 

status differs from those at normal status. In order to realize the proposed system, the temperature measuring system 

and diagnostic program wer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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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의 농산물은 수입개방과 함께 계 에 따라 집 생

산 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생산출하 시기에는 과잉공 으로 

상품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한다. 반면 비생산 시기에는 

품귀 상으로 가격이 폭등한다. 이로 인해 유통질서가 문란해

지고, 국민 식생활 안정에 해요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생산

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  손실을 가 시킨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농산물용 온 장시설(Cold- 

storage)이 보 되기 시작하 다. 국내 온 장시설 업체는 

1999년 기  국에 총 1,299 업체가 있다. 그  남지방이 

202개 업체로 체 업체 수의 15.6%를 유하고 있다[1].

온 장시설은 장실의 일정한 온도유지가 가장 요하

고, 이는 냉동기의 성능에 비례한다. 그러나 장에서는 냉동

기의 잦은 고장발생으로 장실의 온도가 변화하여 농산물의 

부패를 가 시킨다. 이는 경제 으로 막 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 냉동기 고장은 에 지 낭비  온가스의 설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 을 유발한다.

재 온 장시설의 냉동기 고장 진단은 리자의 경험

지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리자는 다년간의 경험을 

기록한 리일지나 냉동기 동작소리, 장실 온도변화 등을 

토 로 고장을 진단한다. 이러한 진단방법은 인간의 경험에 

의존한 원시 인 방법이기 때문에 진단에 한계가 있다. 즉 

냉동기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동작특성은 정상동작과 유사

하기 때문에 고장을 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 을 해결하기 해 냉동기의 고장 진단에 

한 연구가 진행 되어왔다. 그러나 이는 부분이 건물의 

공조시설에 한 연구에 해당된다[2-6]. 이 연구는 공조기를 

상으로 한 것이며, 농산물용 온 장시설의 냉동기에는 

합하지 않다.

최근 공조시스템을 상으로 신경회로망을 용한 시스템

의 고장감지에 한 연구가 있었다.[7-8]. 이는 모델해석 등

의 시뮬 이션기반 연구로써 실제 시스템에 용할 수 없는 

한계  있었다.

한편 기 모델기반 고장검출  진단시스템과 신경망을 

냉동기에 용한 연구가 있었다[9-10]. 이 연구는 압력과 온

도변화를 이용하여 고장부분을 별하는 방법을 기반으로 하

고 있다. 이와 같이 압력의 변화를 이용한 시스템은 냉동기

의 성능분석연구에는 합하나 산업 장에 용하기에는 불

가능하다. 압력을 계측하려면 냉동기의 일부를 분해, 조립하

여야 한다. 이는 비용 소모가 많고 냉동기를 분해, 조립할 경

우 다른 부분의 고장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장치는 실험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 으로 장 용에

는 합하지 못한 단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냉동기의 변형이나 개조가 필요 없고, 

지능형 진단이 가능한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한 시스템은 냉

동기의 분해  변형을 피하기 해 배 외부의 온도계측방법

을 이용하 다. 이는 냉동기가 정상 동작할 때와 고장 동작할 

때 냉동기의 구성요소인 배 에 온도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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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으로 하고 있다. 즉, 정상상태 온도와 고장상태 온도를 비교

하면 고장부분을 측할 수 있다는 을 이용한 것이다.

이와 같은 진단원리를 구 하기 하여 냉동기의 동작특성

을 분석하고, 냉동기 구성요소의 온도계측부분을 결정하 다. 

결정된 부분의 배 온도를 계측하기 한 계측시스템을 구성하

다. 한 냉동기를 진단하기 한 Windows 기반 그래픽 사

용자 인터페이스환경의 진단용 소 트웨어를 개발하 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은 냉동기 구조와 동작

원리에 해 살펴보고 3장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진단 시

스템의 구성  설계에 해서 살펴본다. 4장에서는 개발한 

시스템을 장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고찰한다. 5장에

서는 실험결과를 분석하고 6장에서는 고장증상  진단결과

에 해 살펴본다. 7장에서는 간략한 결론을 내린다.

2. 냉동기의 구조

냉동기는 냉매가 압축기(Compressor), 응축기(Condenser), 

팽창밸 (Expansion vale), 증발기(Evaporator)를 순환하면

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의 상태변화를 반복한

다. 냉매가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할 때 물체로부터 열을 빼

앗는 것이 냉동 원리다. 구체 인 상태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Condenser

Evaporator Compressor

Expansion 
Valve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Steam

Low temperature
Low pressure
Liquid

High temperature
High pressure
Liquid

Low temperature
Low pressure
Steam

Start

Tci

Tco

Tdi

Tdo

Teo

Tei

그림 1. 냉동기의 구조  원리.

Fig. 1. Structure and principle of refrigerator.

압축기는 온 압의 기체냉매를 흡입하여 고온고압의 기

체냉매를 토출한다. 응축기는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기체냉매를 흡입하여 기의 공기와 열 교환을 통해 온

압의 액체냉매를 토출한다. 토출된 온 압의 액체냉매는 

다시 팽창밸 로 흡입되며, 교축 작용을 통해 온 압의 액

체냉매를 토출한다. 토출된 온 압의 액체냉매는 증발기로 

흡입되어, 장실 농산물의 호흡 열과 열 교환을 통해 온

압의 기체냉매를 토출한다. 토출된 냉매는 다시 압축기로 

흡입된다.

3. 제안하는 진단 시스템

3.1 제안하는 고장진단 시스템

냉동기의 고장을 진단하기 한 방법은 그림 2와 같다. 냉

동기는 고장이 발생하면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의 흡입구

(Inlet)와 토출구(outlet)의 온도가 정상과 달라진다는 을 

이용한다. 이를 구 하기 하여 압축기의 흡입구(Tci), 토출

구(Tco) 응축기 흡입구(Tdi), 토출구(Tdo), 증발기의 흡입구

(Tei), 토출구(Teo)와 장실(Tr)에 온도센서와 계측기를 장

착하고 정상상태와 고장상태의 온도 변화를 컴퓨터로 송하

고, 고장을 진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하 다.

Tci

Tco

Tdi

Tdo

Tei

Teo

Tr

Sci

Sco

Sdi

Sdo

Sei

Seo

Sr

Mci

Mco

Mdi

Mdo

Mei

Meo

Mr

Data 

collection

MeasurementSensorRefrigerator

Monitoring and
diagnostic

그림 2. 제안하는 진단시스템.

Fig. 2. Propose diagnostic system.

3.2 온도센서  계측기

본 논문에서 사용된 온도센서와 계측기는 그림 3과 같다. 

냉동기의 흡입구와 토출구는 둥근 동 의 구조를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일반 인  타입의 센서로는 정확한 온도계측이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동 표면에 부착이 편리하고, 

용이성과 유연성이 강한 열 에 테 론 처리된 온도센서를 

사용하 으며, 온도계측은 -250℃～350℃까지 가능하다.

센서로부터 출력되는 신호는 아날로그형태의 압신호이

기 때문에 온도계측기를 통해 디지털 값으로 변환되고 리

자가 계측기를 통해 온도를 독하는데 편리 하도록 표시장

치에 표시된다. 이 와같이 센서와 계측기는 계측부분에 6조, 

실내온도계측 1조가 사용 으며, 총 7조의 계측시스템을 구

성하 다.

          (a)                        (b)

그림 3. 온도계측 시스템.

(a) 온도세서, (b) 온도계측기.

Fig. 3. Temperature measurement system.

(a) Temperature sensor, (b) Temperature instrument.

3.3 감시  진단 로그램

제안하는 감시  진단 로그램은 NI사의 LabVIEW를 

이용하여 개발하 다. 시스템을 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으며, 런트패 (Front panel)과 블록다이어그램(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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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ram)으로 구성된다. 런트패 은 User interface 라고

도 하며, 로그램에 필요한 입력 값을 설정하고, 출력 값을 

표시한다. 냉동기의 동작상태를 나타내며 무고장과 고장을 

구분한다. 무고장의 경우 녹색 램 가 등되고 Normal 문

자가 표시된다. 고장의 경우 50%와 100%를 구분하여 색

램 가 등되고 Fault 문자가 표시된다. 압축기, 응축기, 증

발기의 흡입구와 토출구  장실의 온도변화를 시간과 함

께 그래 로 표시한다. 변환된 온도 데이터를 장하기 한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 다.

블록다이어그램(Block diagram)은 로그램의 소스코드

이며, 실제 로그램을 실행한다. 구성요소로는 for루 , 

Case문, While루 , 산술연산함수와 데이터 송을 한 

기값을 설정하고, 런트패 의 압력과 출력에 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코딩(Coding)하 다.

(a)

(b)

그림 4. 감시  진단 로그램.

(a) 런트 패 , (b) 블록다이어그램.

Fig. 4. Monitoring and diagnostic program.

(a) Front panel, (b) Block diagram.

4. 고장진단 실험  고찰

4.1 실험장치

냉동기에 제안하는 고장진단방법을 실험하기 하여 그림 

5와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 다. 30평 규모의 장실을 -3℃

까지 하강할 수 있는 반 폐형 10HP 압축기와 응축기, 증

발기를 상으로 흡입구와 토출구에 온도센서와 계측기를 장

착하 다. 냉매는 R-22 온가스를 사용하 다. 압축기, 

응축기는 장실외에 장착되어 있다. 증발기와 팽창밸 는 

장실내에 장착되어 있다. 비상상황에 비하여 냉동기를 정지

하기 해서 계측시스템은 압축기와 응축기 에 구성하 다.

그림 5. 고장진단 실험장치의 구성.

Fig. 5. Composition of fault diagnostic experimentation  

        device.

4.2 실험조건

실험방법은 표 1과 같다. 압축기는 정상상태만을 계측한

다. 응축기와 증발기는 정상상태, 50%와 100%의 고장상태를 

계측한다. 가장 먼  냉동기가 동작할 수 있도록 장실의 

온도를 원하는 값으로 설정해야한다. 따라서 온도설정은 

0℃, 히스테리시스는 ±0.5℃로 설정하 다. 실내온도 오차는 

±0.3℃이고, 1회에 얻어진 데이터는 정확성이 검증되지 않기 

때문에 3회를 반복하여 실험하 다. 냉동기는 실내온도가 0.

5℃일 때 동작하고, -0.5℃일 때 정지한다.  고장에 한 조

건은 다음과 같다.

1) 응축기고장

응축기는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기체냉매의 열을 

기의 공기와 열 교환을 통해 팽창밸 에서 교축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일정량의 열을 기로 방출하는 장치로 2조의 팬

(Fan)을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응축기 50%의 고장은 팬 1

조의 고장이며, 100%의 고장은 팬 2조의 고장이다.

2) 증발기고장

증발기는 구조와 특성이 응축기와 동일하다. 다만 열 교환

방법에 있어 응축기와는 반 로 장실내에서 농산물이 생리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열과 교환을 하는 장치다. 따라서 증

발기의 고장도 응축기와 동일한 50%와 100%를 구분하여 실

험하 다.

표 1. 고장실험방법

Table 1. Method fault experimentation

Compressor Condenser Evaporator

Normal

Normal Normal

50% Fault 50% Fault

100% Fault 100%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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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결과 분석

5.1 정상상태 온도변화

온도를 이용하여 고장을 검출하고 별하기 해서는 정

상상태 온도데이터 검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림 6은 검출

된 정상상태의 온도변화 그래 다.

실내온도 Tr이 0.5℃일 때 냉동기가 동작한다. 이때 Tco, 

Tdi, Tdo는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액체냉매의 향

으로 온도가 상승한다. 반면 Tei, Teo, Tci는 팽창밸 의 교축

작용으로 인해 온도가 하강한다. Tr이 -0.5℃가 되는 

336[sec]에서 냉동기가 동작을 정지한다. 이때 계측부 별 

최고  최  온도를 살펴보면 Tco 94℃, Tdi 86℃, Tdo 28.

9℃, Tci 5℃, Tei -17.6℃, Teo -10℃로 온도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 정상상태의 온도변화.

Fig. 6. Temperature transition of normal status.

5.2 응축기 5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

그림 7은 냉동기의 응축기 팬 1조가 고장상태로 압축기에

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기체냉매의 열을 외부공기와 열 교환

할 수 없는 상태다. Tr이 0.5℃일 때 냉동기가 동작한다. 정

상상태와 비교했을 때 Tdi 최고 10.4℃, Tdo 3.6℃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고, 정상상태보다 30[sec] 후 정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계측부 별 최고  최  온도를 살펴보면 Tco 

100.7℃, Tdi 95.4℃, Tdo 32.2℃, Tci 2.7℃, Tei -18.2℃, Teo 

-11.1℃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r이 -0.

5℃가 되는 330[sec]에서 냉동기가 정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응축기 5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

Fig. 7. Temperature transition of condenser 50% fault   

status.

5.3 응축기 10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

그림 8은 냉동기의 응축기 팬 2조가 고장상태로 계측부

의 온도변화 그래 다.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냉매 

열을 교환할 수 없는 상태다. Tr이 0.5℃일 때 냉동기가 동작

한다. 99[sec] 후 온도가 격히 하강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냉동기가 정지한 것을 보여 다. 냉동기는 온도와 

압력이 동반 상승하거나 하강한다. 따라서 일정이상의 온도

와 압력에 도달하면 냉동기를 보호하기 해 정지할 수 있도

록 시스템이 설계되어 있다. 한 냉동기가 정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계측부 별 최고  최  온도를 살펴

보면  Tco 108.7℃, Tdi 93.5℃, Tdo 54.1℃, Tci 11.9℃, Tei 

-9.7℃, Teo -10.5℃로 온도변화가 나타나는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응축기 10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

Fig. 8. Temperature transition of condenser 100% fault  

status.

5.4 증발기 5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

그림 9는 냉동기의 증발기 팬 1조의 고장상태 온도변화 

그래 다. 이는 장실의 증발기가 농산물에서 발생하는 호

흡 열을 50%밖에 교환할 수 없는 상태로 장실의 온도가 

설정온도까지 도달하는데 정상상태보다 지연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에 지낭비의 표 인 원인이 된다. Tr 

0.5℃일 때 냉동기는 동작한다. 이때 계측부 별 최고  최

온도를 살펴보면 Tco 99.4℃, Tdi 86℃, Tdo 24.8℃, Tci 3.

5℃, Tei -28.2℃, Teo -17.15℃로 온도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상태와 비교했을 때 Tei -10.6℃, Teo 

-7.1℃로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증발기 5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

Fig. 9. Temperature transition of evaporator 50% fault  

status.

5.5 증발기 10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

그림 10은 냉동기의 증발기 팬 2조의 고장상태 온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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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다. Tr이 0.5일 때 냉동기가 동작한다. 그러나 

160[sec]에서 냉동기가 정지하고, 290[sec]에서 재차 동작하

며, 320[sec]에서 다시 정지하는 동작을 반복한다. 이는 정상 

동작과 다르게 불안정한 상태를 반복한다. 이때 계측부 별 

최고  최  온도를 살펴보면 Tco 94℃, Tdi 69.1℃, Tdo 

15.1℃, Tci 2.5℃, Tei -32.3℃, Teo -33.5℃로 변화가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상상태와 비교했을 때 Tei -14.

7℃, Teo -23.5℃로 더 하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

서 이러한 경우 냉동기 부분고장의 원인이 된다.

그림 10. 증발기 10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

Fig. 10. Temperature transition of evaporator 100%

fault status.

6. 고장증상  진단결과

6.1 고장별 주요증상

표 2는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결과를 정리

한 것으로 고장에 따라 온도변화 범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응축기 50%고장의 경우 Tdi 86℃～95.4℃, Tdo 28.9℃～32.

2℃사이에서 동작하고, 100% 고장의 경우 Tdi 86℃에서 정

지, Tdo 28.9℃에서 정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증발기

의 경우 Tei -17.6℃～-28.2℃, Teo -10℃～-17.1℃ 사이에

서 동작하고, 100%고장의 경우 Tei -17.6℃～-32.3℃, Teo 

-10℃～-33.5℃에서 동작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고장별 주요증상

Table 2. Condition of fault level

Norm

(℃)

Cond

50%

fault

(℃)

Cond

100%

fault

(℃)

Eva

50%

fault

(℃)

Eva 

100%

fault

(℃)

Tdi
86～

79.3

86～

95.4

93.5～

정지

Tdo
28.9～

24.3

28.9～

32.2

54.1～

정지

Tei
-17.6～

9.6

-17.6～

-28.2

-17.6～-

32.3

Teo
-10～

-4.6

-10～

-17.1

-10～

-33.5

Nor : Normal, Cond: Condenser, Eva: Evaporator 

6.2 고장진단방법

표 3은 고장을 진단하기 한 최고  최  온도를 결정 

하 다. 감시  진단 로그램에 표 3에서 계측된  값을 설

정한다. 냉동기에 고장이 발생하면 고장온도와 설정온도를 

비교하고, 설정온도보다 높거나 낮으면 경고음과 함께 색 

램 가 등 되고, Fault 문자가 표시된다. 응축기 50% 고장

상태의 경우 Tdi 95.4℃, Tdo 32.2℃ , 100% 고장상태의 경

우 Tdi 93.5℃, Tdo 54.1℃로 설정 하 다. 응축기 100% 고장

상태의 경우 압력과 온도의 상승으로 냉동기가 자동 정지 한

다. 증발기 50% 고장상태의 경우 Tei -28.2℃, Teo -17.1℃

로 설정하 다. 100% 고장상태의 경우 Tei -32.3℃, Teo 

-33.5℃로 고장을 진단하기 한 온도 값을 설정 하 다.

표 3. 고장분석결과

Table 3 Result of fault analysis

Tci Tco Tdi Tdo Tei Teo

Norm

(℃)
5 94 86 28.9 -17.6 -10

Cond

50%

Fault

(℃)

2.7 100.7 95.4 32.3 -18.2 -11.1

Cond

100%

Fault

(℃)

11.9 18.7 93.5 54.1 -9.7 -10.5

Eva

50%

Fault

(℃)

3.5 99.4 86 24.8 -28.2 -17.1

Eva

100%

Fault

(℃)

2.5 94 69.1 15.5 -32.3 -33.5

Norm : Normal Cond: Condenser, Eva: Evaporator

6.3 고장진단결과

 

1: 정상상태, 2: 증발기 50% 고장상태, 3: 증발기 100%

고장상태, 4: 응축기 50% 고장상태, 5: 응축기 100% 

고장상태.

그림 11. 진단결과.

Fig. 11. Diagnostic result.

그림 11은 온도변화에 따른 고장 별을 나타내고 있다. 표 3

에서 제시한 정상상태 온도를 기 으로 고장을 구분 하 다. 

1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정상상태와 응축기 50%, 100%, 

증발기 50%, 100%의 고장을 진단하고 검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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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간 1은 정상상태의 온도변화를 나타내고, 구간 2와 

3은 증발기 50%, 100%의 고장상태 온도변화를 나타낸다. 구

간 4와 5는 응축기 50%, 100% 고장상태의 온도변화를 나타

낸다.

 

7.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냉동기용 지능형 진단시스템을 제안하 다.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성하여,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냉동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의 흡입구와 토출구  

의 온도변화를 감지하여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을 제안

하 다.

2) Windows기반 그래픽사용자 환경의 고장진단 로그

램을 개발하 다.

3) 냉동기 계측부 의 온도계측 실험결과를 고찰하여 고

장 측진단법을 제시하 다.

이러한 시스템을 온 장시설의 냉동기에 용하면  고

장으로 발생하는 농산물의 부패사고를 일 수 있어 큰 도움

이 될 것이다.

향후 연구과제로 복합고장에 한 고장진단방법과 압축기

와 냉매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고장에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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