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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understand of the present state for temperature management of cold and frozen food transpor-

tation vehicles, we surveyed and measured the temperatures of eight transportation vehicles (including 3 small &

medium and 5 large businesses) in Jeonbuk province, Korea. In the transportation vehicles of small & medium busi-

nesses, the mean temperature of cold and frozen foods was 8.35 ± 5.72oC and −3.45 ± 16.88oC; in large businesses,

3.92 ± 1.44oC and −15.38 ± 2.98oC, respectively. In the difference of temperature by the locations within transporta-

tion vehicles, the difference in each cold and frozen was 2.40 ± 1.45oC and 2.37 ± 2.52oC, as a mean. But ther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locations between cold and frozen (p > 0.05). In the difference of surface tem-

peratures on various foods before and after door opening during the loading, the temperatures of cold and frozen foods

increased by 0.55oC and 1.18oC, as means, respectively. The temperature of foods over time and placement of cold and

frozen foods in transportation vehicles were not consistently maintained at optimal values in distribution.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ime-temperature history (TTH) system technology at the distribution level for cold and frozen

foods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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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 향상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

와 더불어 식품의 저장 및 수송 수단이 발달하면서 계절

에 상관없이 상시 다양한 식품들을 수요·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1). 이러한 식품들은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유통 운

반시 지속적으로 적절한 온도로 유지시켜주는 저온유통

(Cold chain)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2), 이는 식품

의 자기소화 진행과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여 식품의 품

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3). 우리나라 식품공전에 따르면, 냉장식품은 0~10oC,

냉동식품은 −18oC이하에서 유지되도록 관리되고 있다4).

그러나 식품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단계별 분석 결과를 보

면 원료 생산 단계 및 제조공정에서 많은 원인을 제공하

지만, 유통과정에서도 약 7.7%의 원인을 제공하여 이 부

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5). 또한 2014년

사회조사결과,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불량식

품, 식중독 등 먹거리에 대하여 45.1%가 불안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보통이 40.8%, 그리고 14.1%만이 안

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유통과정 중 온도관리가 부실하면 냉장·냉동식품의 품

질 저하가 초래되고 때로는 Arthrobacter glacialis, Bacillus

globisporus, B. psychrophilus, Flavobacterium spp., Klebsiella

pneumoniae, Micrococcus cryophilus, Pseudomonas spp.,

P. fluoroscens, Serratia spp. 등의 저온균(25oC 이하에서

최적 생육조건)에 의한 식품안전이 문제시 된다3). 특히, 식

중독의 주요 원인균 중 Clostridium botulinum은 3.3oC,

Listeria monocytogenes는 5oC, Salmonella는 6oC 이하의 저

온에서도 생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식품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으로 인정되고 있다7). 반면 10oC 이상

의 온도에서 보관할 경우 Staphylococcus aureus 등 중온

균의 급격한 증식이 보고되어 온도관리 중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6). 냉장·냉동 유통 중 식중독 원인균에 대한 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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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후 소비자에 이

르는 유통과정에서 온도 관리에 대한 주의 깊은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8). 

이와 관련하여, 국외에서는 유통 과정 중 냉장 돈육9) 및

포장육10) 온도관리 문제점 분석, 냉각장치 효율성 등에 대

한 연구11) 등이 있으며, 국내에서는 쇠고기 포장육의 냉장

유통을 위한 국내 유통망의 온도관리 실태 조사12), 식품

냉장·냉동 창고 위생관리 수준 분석13), 주요 판매식품의

보관온도 현황 및 관리실태3), 유통점 온도관리에 따른 식

품 내 미생물 변화14) 등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국내 냉장

·냉동식품 유통과정 중 유통차량에서의 온도분포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냉장·냉동식품 유통 운반차량을 대상

으로, 냉장·냉동식품 유통 운반 시 온도 관리실태를 조사

및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국내 유통 운반차량에서의 냉장

·냉동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조사대상 및 내용

본 연구는 2016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식품 유통

과 관련된 전북지역 중소기업(3년간 평균 매출 1천5백억

이하) 2곳(1.0, 2.5 t 차량), 대기업(자산 10조원 이상) 5곳

(1.0, 2.5, 5.0 t 차량)의 냉장·냉동식품 운반 차량(총 8대)

을 대상으로 총 30차례 방문하여, 사전에 작성된 차량조

사지를 이용, 실제 유통 현장종사자에 대한 인터뷰와 운

반차량의 온도 관리실태를 확인 조사하였다. 이때, 조사기

간인 8월부터 12월까지의 평균기온은 각각 27.1, 22.3, 16.2,

8.4, 3.6oC로 조사되었다15). 차량조사지의 내용에는 차량의

일반정보 및 설정온도, 타코미터(Tachometer) 설치여부, 냉

장·냉동 차량의 문 개폐 시간, 정차시간, 도착시간, 출발시

간 등으로 구성하였다. 

온도측정 

운반차량의 출발 전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식품 및 박

스포장의 내부 식품에 대한 표면온도는 적외선 온도계

(IR36, IRtek, Perth, Australia)를 사용하여 온도 측정값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 후 일정거리(10 cm) 떨어져서 측정하

였다. 또한, 식품이 적재되어 있는 내부 온도는 냉장칸 6

곳, 냉동칸 2곳으로 구분한 후, Data logger (3M Tem-

perature Logger TL20, 3M, St. Paul, MN, USA)를 바닥으

로부터 1 m 상단에 고정시켜 냉장·냉동식품 운반시간 동

안 적재함 내부 온도와 적재식품 사이의 온도를 5분 간격

으로 측정하였다(Fig. 1). 이 때, Data logger는 식품 운송

전 1시간 전에 미리 설치하여 운송 예정식품의 온도와 같

은 환경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조사된 자료의 처리와 통계 분석은 SPSS 12.0 (Data

solution Inc., Seoul, Korea)을 이용하였다. 중소기업 및 대

기업 냉장·냉동 유통차량의 표시 온도와 측정 온도의 평

균치 비교는 t-test를 이용하였으며, 공간위치별, 유통차량

문 개·폐에 따른 식품에서의 측정온도의 평균치 비교는 t-

test 또는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냉장·냉동 유통차량의 설정온도와 실제 공간상의 온도 비교

냉장·냉동식품 유통차량의 설정온도와 실제 공간상의 온

도분포 조사결과는 Table 1과 같다. 참여 중소기업의 운송

차량의 설정 온도는 냉장 5oC, 냉동 −18oC로 설정되어 있

었지만, 실제 측정된 공간상 평균온도는 냉장 8.35 ± 5.72oC,

냉동 −3.45 ± 16.88oC로 설정온도와 측정온도 간에 상당한

차이(최고 4.28oC, 최저 −15.6oC)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유는 다량의 식품들을 운송차량에 적재하여

수송하기 때문에 적재된 냉장·냉동식품들의 온도를 하강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6). 참여 대기업의

경우 냉장차량의 설정온도 1.00 ± 2.82oC, 냉동차량은 −21.80

± 1.09oC로 식품공전상의 규정 온도보다 더 낮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실제 측정 평균온도는 냉장 3.92 ± 1.44oC, 냉동

−15.38 ± 2.98oC로 참여 중소기업 보다는 대기업이 냉장,

Fig. 1. The locations for temperature measured within cold and

frozen food transportation vehicles, I~VI: Cold areas. VII, VIII:

Froze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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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온도 모두 낮은 온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01). 하지만 참여 대기업의 냉동 차량의 경우도 식

품공전상의 규정 온도보다 높게 조사되었고, 차량에 따른

온도차이도 냉장차량 보다 크게 발생하여 보다 특별한 온

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온도기록 장치인 타코

미터(Tachometer)의 경우 대부분 설치되어 있었으나, 냉각

기가 1개만 있을 경우 냉각기의 흡기구와 냉동 구역의 냉

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역에 설치되어 있어, 본

조사에서 측정한 공간온도보다 온도기록기에 기록된 온도

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냉동 유통차량의 적재함의 구조에 따른 온도 분포 조사

결과 모든 차량의 설정 온도는 −18oC이었으며 차량 적재

함이 냉동만 가능한 차량의 실제 온도는 −15.44 ± 2.02oC

로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내었다. 차량 적재함을 간이 칸

막이를 이용하여 냉장과 냉동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차량

의 경우 냉장과 냉동 각각 다른 2개의 냉각기를 이용하는

차량은 −14.88 ± 2.32oC의 평균온도가 나타났으나, 냉각기

하나로 냉동의 냉각기에서 나온 냉기로 냉장까지 이용하

는 차량의 평균 온도는 4.73 ± 1.77oC로 조사되어 냉동식

품은 유통-운송과정에서 식품 안전성 확보의 어려움이 발

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차량이

설정온도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비용상의 문제 등으로

냉장과 냉동 각각 다른 2개의 냉각기를 이용하는 대기업

의 경우와는 달리, 해당 중소기업의 경우 냉각기 하나로

냉동의 냉각기에서 나온 냉기로 냉장까지 이용하기 때문

에 냉각력이 낮은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냉장 차량에서의

열 손실과 관련해서 Choi와 Hong17)은 냉장 차량 외벽을

통하여 들어오는 열 손실이 20~30%이며, 실내동력(조명

제외)에 의하여 14~16% 열 손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냉장·냉동 유통차량 내에 식품

적재 시 냉각기, 벽, 바닥과 거리를 두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18). 또한 이동식 칸막이를 이용하여 냉장과 냉동을 병

행하여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 공융냉동판을 이용하여 차

량 적재함의 내부 온도를 낮추는 연구19)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위치에 따른 온도분포 현황

냉장·냉동식품 유통차량의 적재함에서의 공간위치에 따

른 온도분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모든 참여업소 차량의 적재함 바닥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냉장 적재함은 평면을 6개 구역으로 나누었고,

냉동 적재함은 2개 구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측정된

공간위치에 따른 온도 분포현황은 Table 2와 같다. 냉장차

량의 적재함에서 가장 온도가 높은 구역은 차량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참여 업소차량의 경우, 평균적으로 5구

역(개·폐문쪽 중앙부분)이 5.76 ± 3.72oC로 가장 높게 나타

났고 다음이 2구역, 3구역, 6구역 순으로 낮아졌으며, 1구

역과 4구역이 가장 낮은 온도분포를 나타냈다. 차량에 따

른 공간위치별 냉장 적재함의 온도 차이는 최소 0.64oC에

서 최대 5.35oC이었고, 평균적으로는 2.4 ± 1.45oC 차이가

나타났다. 하지만 공간위치별 6곳의 냉장 온도 평균간에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한편, 냉동차량

적재함의 공간위치별 온도 차이는 평균 2.37 ± 2.52oC를 나

타냈지만, 차량에 따라 최소 0.09oC에서 최대 6.88oC의 차

이가 나타났고, 공간위치별 온도분포에서는 7구역이 다소

낮았으나 이 역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아(p > 0.05),

공간위치별 온도 차이는 존재하지만 냉장·냉동 모두 통계

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unsey 등20)은 냉

장창고 내 공간 위치별 온도 차이와 관련해서 냉장창고에

보관된 식품들에서 약 1.83oC의 온도차이가 있다고 보고

하였으며, Chourasia와 Goswami21)는 1.4 ± 0.98oC 차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조사 결과와 어느

정도 유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같은 공간 내에

서의 온도 차이는 제품의 크기, 기류 속도, 공기 온도 등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22), 온도 편차가 클수록 미생물

의 성장이 빨라짐에 따라 식품의 품질 저하가 일찍 발생

되므로3), 냉장·냉동식품 유통차량에서의 공간별 온도편차

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냉장·냉동설비 구비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냉장·냉동식품 유통차량의 이동시간에 따라 측정된 온

Table 1. The temperatures distribution and differences between setting and measured temperatures within cold and frozen food transpor-

tation vehicles

Setting (oC) Minimum (oC) Measured (oC)1) Maximum (oC)

Small &  medium 

business (n = 250)

Refrigerated (5.00 ± 0.00) 4.59 8.35 ± 5.72a (n = 134)2) 12.54

Frozen (−18.00 ± 0.00) −15.6 −3.45 ± 16.89A (n = 116) 4.28

Large business 

(n = 544)

Refrigerated (1.00 ± 2.82) 2.12 3.92 ± 1.44b (n = 246) 5.92

Frozen (−21.80 ± 1.09) −17.13 −15.38 ± 2.98B (n = 298) −11.96

1)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1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Number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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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분포는 Fig. 2와 같다. 운행시간은 최대 6시간 이상에

서 최소 약 3.5시간 정도였으며, 참여 중소기업의 경우 냉

장·냉동 모든 차량에 탑재가 완료된 시점의 온도는 설정

온도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한 업체의 냉장차량의 경우 약

30분이 지난 후에 설정 온도인 5oC에 도달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중간에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하역 작업이 이루어질 때 비용상의 이유

로 냉각장치를 정지하였기 때문이며, 일부 중소기업의 냉

동차량은 운송이 종료되는 시점이 가까울수록 온도가 급

격히 상승하는 것도 볼 수 있었는데, 이 역시 장시간의 하

역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여졌다. 특히,

외기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하

차 작업시에도 외부 기온의 영향을 받아 식품 내부의 온

도가 상승하여 미생물의 증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6).

참여 대기업 냉장차량의 경우도 업체와 관계없이 처음

출발 시의 온도가 높게 측정 되었는데, 이는 제품의 적재

와 동시에 냉각 장치가 가동됨에 따라 실제 설정온도에

도달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참여 대기업 또한 냉장식품 하역간에 비용절감을 위

해서 냉각장치를 정지시켜 온도의 상승이 나타나기도 하

였으나, 한 업체를 제외하고는 기준온도 보다 낮게 측정

되어 비교적 온도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기업의 냉동차량의 경우, 하역에 따른 온도의 변

화는 냉장 차량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차량

의 냉동온도가 설정온도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식품공전

상의 온도보다 높아 냉동식품의 온도관리가 냉장식품보다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3)은 냉장·냉동

식품의 품질 저하 및 미생물의 성장을 방지하기 위한 중

요한 요소로 수송을 위한 상차 작업전에 식품을 충분히

적정 온도로 냉각하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냉장·냉동 유통차량 문 개·폐에 따른 적재식품 표면온도 변화

냉장·냉동식품 하역 시 유통차량 문 개·폐전과 후의 식

품의 표면온도 측정결과는 Table 3과 같다. 냉장식품의 경

우 평균 7.39 ± 6.16분 정도 문이 열린 상태로 하역 작업이

이루어졌으며, 평균적으로 열린 직후에는 2.17 ± 1.90oC에서

닫힌 직후에는 2.72 ± 2.36oC로, 약 0.55oC 온도 상승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차량 문 개·폐 시간에 가장

길게 노출된 냉장식품은 두부였으나, 온도 상승이 가장 높

게 발생한 식품은 야채류로 평균 7.92분 동안 외부에 노

출이 이루어지면서 0.72oC의 온도 상승을 나타냈다. 냉동

Table 2. The temperature status by the locations within cold and frozen food transportation vehicles

Refrigerated areas temperature (means, oC) by spaces1) Frozen areas temperature (means, oC) 

by spaces1)

Participated

business

Location number2) Differences 

between 

Min. and Max.

Location number2) Differences 

between 

Min. and Max.1 2 3 4 5 6 7 8

A
(n = 250)3)

5.40 5.50 2.50 3.26 5.10 5.83 2.33 −15.60 −15.51 0.09

B 11.62 12.04 13.38 12.10 13.89 12.26 2.77 4.06 4.50 0.44

C

(n = 544)

3.68 4.32 4.06 3.76 4.18 4.07 0.64 −13.33 −13.59 0.26

D 6.25 6.35 6.55 4.85 6.23 5.30 1.70 −13.31 −16.61 3.30

E 4.55 4.98 5.40 3.82 3.56 3.63 1.84 −18.62 −20.18 1.56

F 2.88 3.44 3.47 3.30 4.31 2.08 2.23 −19.17 −15.09 4.08

G −1.64 1.97 3.46 2.17 3.07 3.71 5.35 −15.40 −8.52 6.88

Mean ± S.D.
4.67 ±

3.98a

5.51 ±

3.2a

5.54 ±

3.70a

4.75 ±

3.33a

5.76 ±

3.72a

5.26 ±

3.31a 2.40 ± 1.45
−13.01 ±

7.87a

−12.14 ±

8.13a 2.37 ± 2.52

1)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Refer to the Fig. 1
3)Number of measurement

Fig. 2. The changes of temperature measured by time within cold

and frozen food transportation veh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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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은 평균 6.90 ± 5.77분 정도 유통차량 문이 열린 상태

로 하역 작업을 하였고, 열린 직후에는 평균적으로 −18.58 ±

3.66oC에서 닫힌 직후에는 −17.76 ± 4.15oC로, 약 1.18oC의

온도 상승을 나타냈다. 개폐 시간에 가장 길게 노출된 식

품은 수산물(생선)이었으나, 온도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난

냉장식품은 육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하역 등의 작업

에 따른 외부 노출에 의해 냉장·냉동식품 모두 온도가 상

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개별 식품별 문의

개·폐 전·후 평균 온도 차이에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p > 0.05), 냉장식품 전체 평균온도의 차이에는

유의하여(p < 0.05), 개·폐에 따른 어느 정도의 온도 상승

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기 온도가 높은 하

절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하차 작업시에도 냉동식

품보다는 냉장식품들이 외부 기온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식품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여 미생물의 증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6).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식품의 온도는 냉장·냉동창고에서

의 보관온도보다 유통차량에서 냉장·냉동식품을 적재 하

거나 또는 유통 차량에서 하역 작업 또는 정리하는 시간에

의해 식품 온도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4),

Kim 등23)은 냉장육의 유통과정 중 온도관리상 가장 큰 문

제들은 주로 운송 초기와 말기 단계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본 조사 결과와 같이 냉장·냉동 차량내

의 온도 변화는 공간의 차이와 시간에 따른 온도 차이가

설정 온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냉장·냉동은 미생물의 활동을 저하시키지만25), 본 연구조

사 결과와 같이 온도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식품안전성

을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벨기에 정부는 냉장 유통 중인 육류 5,429건에 대한 병원

성 미생물을 분석한 결과, Campylobacter 6.3%, Salmonella

4.1%, L. monocytogenes 0.2%, E. coli O157 0.2%가 검출

되었으며26), 미국에서는 냉장식품으로 인한 Listeriosis가

발생하여 발병환자의 30%가 사망했던 보고27)도 있다. 또

한, 부적절한 냉장온도로 식품을 보관할 경우 S. aureus 등

의 중온균의 급격한 증식이 보고되어 온도관리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14). 냉장·냉동식품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후 소비자에 이르는 유통과정에서

온도에 대하여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28)하며, 특히, 출발

시간에서의 온도 차이는 비용절감을 위해 차량의 냉각 장

치를 미리 작동 시키지 않아 “적재 한 시간 전에 냉각시

켜 공기에서 오는 열을 제거해야 한다29)”는 적재 전 중요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온도관리에 대한 교

육과 의식전환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냉장·냉

동식품들의 온도변화의 차이는 온도에 민감한 미생물에

오염되었을 경우 증식이 이루어져 소비자에게 위해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가까운 일본의 경우 무선 Tag를 이용한

온도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24), 우리나라

도 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술을 접목하

여 운송차량의 온도변화를 기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온도

추적 시스템 연구23) 및 현장적용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

다. 이러한 온도관리 시스템의 개발은 소비자가 구매 후

섭취직전 식품의 신선도를 인식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스

템이라 할 수 있다30). 

비록 본 연구는 일부 지역만을 대상으로 계절성 등이

Table 3. The status and difference of surface temperatures on foods before and after door opening during the loading of cold and frozen

food transportation vehicles

Food type
Temperature (oC)1)

Door opening

time (min.)Before door opening After door opening 

Refrigerated

(n = 472)

Vegetables (n = 128)2) 1.37 ± 1.66a 2.09 ± 1.21a 7.92 ± 6.50

Kimchi (n = 106) 1.79 ± 1.36a 2.41 ± 1.19a 7.80 ± 6.97

Tofu (n = 86) 2.25 ± 1.01a 2.61 ± 1.00a 10.00 ± 10.36

Fruits (n = 82) 2.50 ± 2.25a 3.04 ± 1.79a 6.19 ± 3.76

Eggs (n = 70) 4.75 ± 0.84a 4.86 ± 0.86a 5.50 ± 2.60

Total 2.17 ± 1.90a (p < 0.05) 2.72 ± 2.36b (p < 0.05) 7.39 ± 6.16

Frozen

(n = 322)

Patties (n = 60) −16.50 ± 1.22a
−16.12 ± 1.59a 4.75 ± 1.50

Steaks (n = 60) −16.27 ± 1.24a
−16.05 ± 1.60a 4.75 ± 1.50

Meats (n = 82) −17.80 ± 2.79a
−16.61 ± 3.60a 6.81 ± 6.40

Fishes (n = 74) −21.50 ± 2.81a
−21.33 ± 2.87a 8.33 ± 5.12

Others (n = 46) −19.30 ± 4.41a
−18.42 ± 4.88a 7.80 ± 6.97

Total −18.58 ± 3.66a
−17.76 ± 4.15a 6.90 ± 5.77

1)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2)Number of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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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지 않고, 한정된 냉장·냉동식품 유통차량 내부온도

만을 조사한 것이 한계점이 될 수 있으나, 설정온도와 실

제 공간온도의 차이, 기업규모별, 공간위치별, 이동 시간

별, 그리고 유통차량 문의 개·폐에 따른 온도변화에 대한

분포를 제시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냉

장·냉동식품에 대한 보다 나은 식품안전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와 같은 기초자료 연구가 전국적으로 더

욱 확대되어야 하고, 유통 중 온도변화를 실시간으로 확

인할 수 있는 온도이력(Time-Temperature History) 추적시

스템 도입에 대한 현장 적용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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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연구는 전북권내 냉장·냉동식품 유통차량을 대상으

로 온도관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자 중소기업 2곳과

대기업 5곳의 운송차량 총 8대를 대상으로 온도현황을 조

사하였다. 냉장·냉동식품 유통차량의 실제공간상의 온도분

포 조사결과, 참여 중소기업의 냉장차량과 냉동차량 평균

온도는 각각 8.35 ± 5.72oC, −3.45 ± 16.88oC이었고, 대기

업의 냉장차량과 냉동차량 평균온도는 각각 3.92 ± 1.44oC,

−15.38 ± 2.98oC로 중소기업 보다는 낮은 온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냉장식품 적재함의 공간위치별 온도 차

이는 평균적으로 2.40oC ± 1.45oC, 냉동식품 적재함은 2.37oC

± 2.52oC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공간위치별 냉장, 냉동온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 > 0.05). 냉장·냉동식

품 하역에 따른 유통차량 문 개·폐 전·후의 식품 표면온

도는 냉장식품의 경우 열린 직후 평균 2.17 ± 1.90oC에서

닫힌 직후 2.72 ± 2.36oC로 약 0.55oC 상승하였으며, 냉동

식품은 열린 직후 −18.58 ± 3.66oC에서 닫힌 직후 −17.76 ±

4.15oC로 약 1.18oC의 온도 상승이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냉장·냉동식품 유통차량의 공간위치별, 이동 시간별, 그리

고 유통차량 문의 개·폐에 따라 다양한 온도변화가 나타

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유통 및 이동과정 중 온

도변화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도이력(Time-

Temperature History) 추적시스템 도입에 대한 현장 적용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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