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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용 전기식 냉동유닛의 

성능평가 및 표준화 소개

서 론

최근 들어 음식물, 의약품 등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안

전하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운반 및 수송에 대

한 콜드체인에 대해서 다양한 설비 및 제품이 개발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빠르고 안전하게 운송

하면서도 적재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수송용 냉

동유닛과 저장고와 같은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해외에서는 유제품 및 음식

물에 대해서 보관 온도 및 운송 온도 등의 제한조

건이 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국내 음식물의 경

우는 이러한 제한조건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향

후 소비자의 기호의 변화나 선호도에 따라 점차 운

송 및 보관에 대한 규정 및 제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화물을 운반하는 수송용 차량을 

“냉동탑차”라고 하는데, 이러한 수송용 차량에 탑

재되는 냉동유닛의 성능평가에 대한 표준화를 소

개하고자 한다.

수송용 냉동유닛은 수송차량 내의 보냉차체 

내부의 냉동 또는 냉장을 목적으로 차량에 탑재

되는 냉동유닛을 의미하며, 냉동능력에 따라 소

형의 경우 차량 내의 엔진과 연동하여 압축기를 

구동하거나 중대형의 경우 별도의 엔진을 장착하

여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으로 구분된다. 최근 

수송용 냉동유닛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기계식 

냉동유닛에서 전기식 냉동유닛으로 개발되고 있

는 추세이며 전기식 냉동유닛의 경우 엔진과 발

전기의 결합을 통해 발생되는 전기를 이용하여 

압축기, 송풍기가 가동되는 시스템이다. 전기식 

냉동유닛은 기계식에 비하여 발전기가 추가되고 

전기 변환에 대한 손실이 있으나 기계식에 비하

여 제어를 위한 기계구조물의 감소 등으로 인한 

경량화가 가능하여 시스템 효율이 향상되는 장점

을 가지고 있어 향후 표준 내의 적용범위에 포함

될 필요가 있다. 현재 수송용 냉동유닛은 기계식

에 대해서만 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상태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기식을 포함한 표준개정 작업 

중 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자 한다. 

국·내외 표준 분석

수송용 냉동유닛의 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외의 규격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수송

용 냉동유닛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하여 국외 규격

은 북미의 ANSI/AHRI Standard 1110과 유럽의 ATP 

2014가 대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국내 규격은 KS 

B 6359(2013)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먼저 KS B 6359를 살펴보면 그 적용범위가 화

물을 일정한 온도로 수송하는 냉장 및 냉동 자동차

의 냉동유닛 중에서 강제순환식 증발기를 가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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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차체 내의 냉각을 하는 수송용 기계식 냉동 전용

유닛의 성능 시험방법으로 되어 있다.

ANSI/AHRI Standard 1110 규격은 미국 AHRI 

냉동탑차 인증을 위해 제작된 시험표준으로, 미국 

내 유일한 표준 성능시험 규격이다. 탑차의 인증

시험은 검증차체 시험법(Calibrated Box Method)

과 단열차 시험법(Isothermal Box Methed) 두 가지

로 나누어져 있다. KS B 6359는 열량계의 열누설 

계수의 측정과 냉동 전용유닛의 냉동능력 측정 시

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세부 비교는  표 1에 나

타내었다. 

ATP는 유럽 육로운송협정으로 유럽 국가를 비

롯한 56개 국가가 가입하여 운영 되고 있으며 현재 

국제적으로 수송용 냉동유닛의 대표 규격으로 사용

되고 있다. 현행 KS B 6359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다

루고 있으나 열량계 내부 및 외부온도의 측정위치

가 상이하며 온도센서 위치가 KS B 6359는 13점인 

데 반해 ATP는 24점으로 더 많은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한다. ATP는 열량계의 열전도율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KS B 6359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성능평가 방법 개발

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각 시험조건을 

분석하여 표 2~표 7에 나타내었다. 표 2~표 3은 

KS B 6359의 시험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KS B 6359는 

시험조건이 냉동실과 냉방실로 나누어져 있으며, 냉

동실은 실내 측 온도를 빙결대(L), 냉각대(M), 부착대

(H)로 나누어 온도를 구분하고 있다. AHRI Standard 

1110의 시험조건은 표 4와 같이 고온조건과 저온조

건으로 구분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표 5~표 7은 

ATP의 시험조건을 나타낸 것으로, 표 5는 냉각 소

<표 1>  국내 표준 및 국외 표준의 주요측정항목 비교

국내 국외(북미)

표준 KS B 6359 AHRI 1110

보냉성능 열관류율에 따라 A~D (4등급) 측정된 열관류율

냉방증발기 입구 DB 27±1℃ WB 19.5±0.5℃ DB 1.67±0.6℃

냉동증발기 입구 DB -18±1℃ DB -17.8±0.6℃

응축기 입구 DB 35±1℃ DB 37.8±1.1℃

압축기 회전수 1,800 제조사 제시

단열손실한계 냉동능력의 30% 이하 냉동능력의 30% 이하

내부 측정점 7 지점 8 지점

환경 측정점 5 지점 6 지점

단열시험 온도차 20℃ 23.9℃

단열시험 측정시간 30분 간격 5회 15분 간격 9회

전기구동 압축기 회전수 표시전압 및 주파수 압축기 회전속도

압축기 회전수 변동한계 정격의 5% 이하 정격의 ±50 rpm

전기구동 대기성능 - 외부전기로 표준조건

환경 평균 온도차 ±2℃ ±2.2℃

열량계 평균 온도차 ±2℃ ±1.4℃

<표 2>  KS B 6359 시험조건(냉동)

Division Inside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L -18℃ +35℃

M 0℃ +35℃

H +10℃ +35℃

* Refrigerated equipment

<표 3>  KS B 6359 시험조건(냉장)

Inside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D.B.T W.B.T D.B.T

27℃ 19.5℃ 35℃

* Cooler equipment

<표 4>  AHRI 1110 시험조건

Division Inside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High 1.67℃(35°F) 37.8℃(100°F)

Low -17.8℃(0°F) 37.8℃(100°F)

* Heated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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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온도조건이 4단계로 나누

어져 있고, 표 6은 냉동기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것으로, 온도조건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성능평가 시에는 Class D와 Class F 조건에

서 시험을 진행한다. 또한 표 7과 같이 실외온도

가 낮은 경우에 냉동고 내의 온도를 가열하여 높

은 온도로 유지하는 가온조건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시험조건은 국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ATP 규격을 부합화하여 표 8, 표 9와 같이 나타내

었다. 시험조건은 냉동 유닛과 냉방 유닛으로 구

분하였으며 냉동유닛은 냉동능력 평가에 중요한 

조건으로 실내온도 조건을 -20℃,  -10℃, 0℃로 하

였다. 

냉방유닛은 KS C 9306(4) 및 ISO 5151(5)의 실

내온도 조건과 동일하게 19.5℃에서 19℃로 부합

하도록 하였다.

개발된 성능평가의 시험방법은 국외 규격인 

ATP와 AHRI1110에 맞춰 개발되었으며, 주요 개

발사항은 보냉차체에 해당하는 단열효과 등을 측

정하기 위한 위치를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

도록 열량계(Calibrated-Box) 주위온도 및 내부온

도를 그림 1과 그림 2와 같이 측정하도록 하고, 

온도 측정위치의 개수는 내부와 외부 각각 12점

을 측정하여 정밀도를 측정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개발하였다.

[그림 1]  열량계(Calibrated-Box) 주위온도의 측정위치 
 개략도

  [그림 2]   열량계(Calibrated-Box) 내부온도의 측정위치 
 개략도(AHRI)

<표 7>  ATP 시험조건(3)

Division
Inside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Class A +12℃ -10℃

Class B +12℃ -20℃

* Heated equipment

<표 8>  시험조건(안) (냉동)

Division
Inside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L -20℃ +30℃

M -10℃ +30℃

H 0℃ +30℃

* Refrigerated equipment

<표 9>  시험조건(안) (냉장)

Inside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D.B.T W.B.T D.B.T

27℃ 19℃ 35℃

* Cooler equipment

<표 5>  ATP 시험조건(1)

Division
Inside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Class A +7℃ +30℃

Class B -10℃ +30℃

Class C -20℃ +30℃

Class D 0℃ +30℃

<표 6>  ATP 시험조건(2)

Division
Inside

temperature
Outside 

temperature
Class A (+12∼0)℃ +30℃

Class B (+12∼-10)℃ +30℃

Class C (+12∼-20)℃ +30℃

Class D ≥ 0℃ +30℃

Class E ≥ -10℃ +30℃

Class F ≥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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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음식물 및 의약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수

송용 냉동유닛의 에너지 절감 및 신뢰성 평가

를 위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현재 개발되

고 있는 전기식을 포함한 수송용 냉동유닛의 성

능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수송용 냉동유닛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을 분석하고, 전기식을 포함

하여 적용범위 및 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성능평가 방법은 실증시험을 진행하였

으며, 이를 기초로 KS B 6359의 개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개발하였다. 향후 관련 업

계의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하여 보완할 예정이

며, 수송용 냉동유닛의 품질향상에 기여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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