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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김치 저장온도성능, 월간소비전력량 등 품질 차이 있어
-

장기 사용 제품, 화재 예방을 위해 제조사에 요청하여 안전점검 필요

-

ʻ김치냉장고ʼ에 관한 가격 · 품질 비교정보는 ʻ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ʼ
내 ʻ비교공감ʼ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김치냉장고는 김치 저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재료 보관 기능까지
가능해지면서 가정 내 필수 가전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재 시중에는 다양한
모델과 가격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제품 간 품질 차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품질정보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상품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4개 업체* 4종을 대상으로 김치 저장온도성능(평균 온도편차,
최대 온도편차), 월간소비전력량, 소음 등의 주요 품질과 안전성(전도안정성,
감전보호) 등을 시험·평가 하였다.

* ㈜대유위니아, 동부대우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시험 결과, 감전 및 전도안정성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에는 전 제품 이상이
없었지만,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 가깝게 유지하는지를 평가하는 김치 저장온도성능,
월간소비전력량, 소음, 냉각속도 등에서 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김치 저장온도성능, 2개 제품**이 우수해 (세부내용, 붙임자료 7페이지)

** 삼성전자(RQ33K71217X), LG전자(K336SN15)

ㅇ (평균 온도편차***) 전체 김치용기별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와 비교하여 큰
차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평가한 ‘평균 온도편차’는 전 제품
모두 ‘평균 온도편차’가 0.6 ℃ 이하로 작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김치용기 위치별 저장온도와 설정온도의 편차를 평균한 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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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대 온도편차*) 저장실 내 김치용기(제품별 10개 ~ 17개) 각각의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와 비교하여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정도를 평가한 ‘최대 온도편차’는
삼성전자(RQ33K71217X),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온도편차가 작아 우수했고,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은 양호,
대유위니아(DT337QMUS) 제품은 상대적으로 온도편차가 커서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 김치용기 위치별 저장온도와 설정온도의 편차 중 최대값임.

☐ 월간소비전력량, 사용 환경에 따라 제품 간 최대 1.8배 차이나 (세부내용, 붙임자료 8페이지)
ㅇ 소비자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월간소비전력량(월간에너지비용**)을
확인한 결과, 주위온도 25 ℃에서는 제품별로 12.9 ㎾h(2,064원) ~ 15.7 ㎾h(2,512원)로
차이가 작았지만, 주위온도 32 ℃에서는 21.5 ㎾h(3,440원) ~ 39.3 ㎾h(6,288원)로
제품 간 최대 1.8배 차이가 발생해 주위온도에 따라 월간소비전력량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월간에너지비용은1 kWh당 160원 적용함(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적용).

- LG전자(K336SN15) 제품이 주위온도 25 ℃, 32 ℃ 모두 월간소비전력량이 가장
적었고, 대유위니아(DT337QMUS) 제품은 주위온도 25 ℃에서 동부대우전자
(FR-Q37QPJB) 제품은 주위온도 32 ℃에서 월간소비전력량이 가장 많았다.
- 25 ℃ 사용 환경과 비교해 32 ℃ 환경에서는 월간소비전력량이 제품별로 최소
45 %에서 최대 185 %까지 증가했으며, 대유위니아(DT337QMUS), LG전자
(K336SN15) 등 2개 제품은 45 % ~ 67 % 수준으로 증가율이 낮았고, 삼성전자
(RQ33K71217X)는 106 %, 동부대우전자(FR-Q37QPJB)는 185 %로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소음, 냉각속도 제품 간 품질 차이 있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10페이지)
ㅇ (소음) 김치저장모드로 동작 시 발생하는 소음을 평가한 결과, 대유위니아
(DT337QMUS), 삼성전자(RQ33K71217X) 등 2개 제품의 소음이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했으며, 동부대우전자(FR-Q37QPJB),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은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ㅇ (냉각속도) 김치용기의 내부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냉각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냉각속도를 평가한 결과, 삼성전자(RQ33K71217X)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대유위니아(DT337QMUS),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은 양호,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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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용기, 용량은 제품별로 차이 있었고, 낙하충격강도는 전 제품 이상 없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11페이지)

ㅇ (용량) 제품별로 제공되는 김치용기의 총 용량을 측정한 결과, 121.2 L ~ 129.8 L로
차이가 있었다.
ㅇ (낙하충격강도) 김치용기에 대한 낙하충격강도를 시험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었다.
☐ 전도안정성 · 감전보호 등 안전성에 전 제품 이상 없어 (세부내용, 붙임자료 12페이지)
ㅇ (전도안정성) 제품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전도안정성 시험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었다.
ㅇ (감전보호) 절연 미흡으로 인해 전기가 누설되어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었다.

앞으로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가전제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붙임> 1. 김치냉장고 주요 시험·평가 결과
2. 김치냉장고 종합결과표
3. 김치냉장고 사용 시 주의사항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kc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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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1 >

김치냉장고 주요 시험·평가 결과

1

시험 대상 제품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1) 선호도가 높은 4업체 4종 모델 선정
ㅇ 제품 형태 : 스탠드형
ㅇ 제품 용량 : 300 L급 제품
ㅇ 오프라인(브랜드 대리점, 하이마트 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
[ 김치냉장고 시험 대상 제품 ]
표시용량 표시 에너지
[L]
소비효율등급

구입가격*
[원]

제조·판매원

브랜드

모델명

㈜대유위니아

딤채

DT337QMUS

330

1등급

1,750,000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FR-Q37QPJB

328

1등급

1,350,000

삼성김치냉장고 RQ33K71217X

327

1등급

1,775,000

LG DIOS 김치톡톡

327

1등급

1,500,000

삼성전자㈜
LG전자㈜

K336SN15

* 오프라인(브랜드 대리점, 하이마트) 구입가격 기준(2017.4.)
[ 김치냉장고 제품 형태 ]

스탠드형

뚜껑형

1) 최근 3년 이내 김치냉장고를 구입하여 사용한 경험이 있는 남·여 1,000명 대상(20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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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소비자 설문조사와 빅데이터 분석2)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 및
한국산업표준(KS), 전기용품안전기준(KC)에 의한 시험·평가 항목 선정

[ 시험·평가 항목 및 방법 ]
시험·평가 항목
전도안정성

시험내용 및 방법
제품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

KC 60335-2-243)

안전성
감전보호

김치
저장온도성능

누전 및 감전에 대한 위험 여부 확인

평균 온도편차

전체 김치용기(80 % 용량의 소금물 부하)의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평가

최대 온도편차

저장실 내 김치용기(80 % 용량의 소금물 부하) 중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정도를 평가

냉각속도

김치용기(80 % 용량의 소금물 부하)의 내부 온도를
일정온도 이하로 냉각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평가

월간소비전력량

실사용 조건과 사용 환경(주위온도 : 25 ℃, 32 ℃)을
고려하여 월간소비전력량 확인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표시등급과 일치하는지 확인
김치저장모드로 동작 시 최대소음(음향파워레벨＊)을 평가

＊제품에서 방사하는 음향에너지

소음
저장용량
김치용기

참고기준

KS C 93214) 준용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5)
KS C IEC 625526)
준용

김치용기의 총 용량 확인

김치용기에 부하(80 % 부피의 절임배추)를 넣은
낙하충격강도
상태로 1m 높이에서 낙하시켜 파손여부 확인

표시사항

법정표시사항(인증번호, 인증마크 등) 확인

제품 특성

기타 저장기능, 편의사항 등을 확인

확인시험

KC 60335-2-24,
KS C 9321
확인시험

2)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김치냉장고 관련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23,933건을
분석한 결과, 저장온도(냉장·냉동 불량), 소음 등 품질과 관련된 불만이 62 %로 가장 많았음.

3)
4)
5)
6)

*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국번없이 1372)로 소비자단체·한국소비자원·광역지자체가
참여하여 상담을 수행
KC 60335-2-24(2015) : 전기냉장고, 아이스크림 기기 및 제빙기의 개별 요구사항(전기용품안전기준)
KS C 9321(2014) : 김치냉장고(한국산업표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6-072호)
KS C IEC 62552(2014) : 가정용 냉장기기 특성 및 시험방법(한국산업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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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종합 평가

제품에 따라 김치 저장온도성능, 월간소비전력량, 소음 등에서 차이 있어

□ 김치냉장고의 주요성능인 김치 저장온도성능, 월간소비전력량, 소음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성능 및 가격을 고려한 제품 선택이 필요

ㅇ 대유위니아(DT337QMUS) 제품은 김치 저장온도성능 중 평균 온도편차는
‘우수’했지만 최대 온도편차에서는 상대적으로 온도편차가 커서‘보통’
수준이었으며, 월간소비전력량은 주위온도 32 ℃에서 상대적으로 적었음.
소음은 상대적으로 작아‘우수’했고, 냉각속도는‘양호’한 수준이었음.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고, 가격은(1,750,000원)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임.
ㅇ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은 김치 저장온도성능 중 평균 온도편차는
‘우수’했고 최대 온도편차는‘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월간소비전력량은
주위온도 32 ℃에서 가장 많았음. 소음은‘양호’, 냉각속도는 상대적으로
떨어져‘보통’수준이었음.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고, 가격은(1,350,000원)
가장 저렴함.
ㅇ 삼성전자(RQ33K71217X) 제품은 김치 저장온도성능이 평균 온도편차와
최대 온도편차에서 모두‘우수’하면서 소음 및 냉각속도도 상대적으로
‘우수’했지만, 월간소비전력량은 주위온도 32 ℃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수준이었음.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고, 가격은(1,775,000원) 가장 비쌌음.
ㅇ LG전자(K336SN15) 제품은 김치 저장온도성능이 평균 온도편차와
최대 온도편차에서 모두‘우수’했고, 월간소비전력량이 가장 적으면서
소음 및 냉각속도는 ‘양호’한 수준이었음.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었고,
가격은 (1,500,000원)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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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항목별 시험·평가 및 조사 결과

가. 김치 저장온도성능
☐ ‘평균 온도편차’는 전 제품 우수했지만, ‘최대 온도편차’에서 제품 간 품질 차이 있어
ㅇ 김치냉장고의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 가깝고 온도변화가 적을수록 김치가
쉬거나 얼지 않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온도와 설정온도의
편차가 작을수록 김치 저장온도성능이 우수한 제품임.
ㅇ 각 김치용기 위치별 저장온도와 설정온도의 편차를 확인하고, 전체 김치용기에
대한‘평균 온도편차’*와 김치용기 중에서 가장 큰 편차인 ‘최대 온도편차’**로
구분하여 김치 저장온도성능을 평가하였음.

* 김치용기 위치별 저장온도와 설정온도의 편차를 평균한 값임.
** 김치용기 위치별 저장온도와 설정온도의 편차 중 최대값임.

ㅇ (평균 온도편차) 전체 김치용기의 위치별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서 평균적으로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평가한 ‘평균 온도편차’는 전 제품 0.6 ℃ 이하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ㅇ (최대 온도편차) 저장실 내 김치용기 중에서 각각의 저장온도가 설정온도에서
가장 크게 차이나는 정도를 평가한 ‘최대 온도편차’는 2개 제품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제품 간에 품질 차이가 있었음.
- 삼성전자(RQ33K71217X),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은 설정온도 대비
‘최대 온도편차’가 1.0 ℃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작아‘우수(★★★)’하였음.
-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은 ‘최대 온도편차’가 1.5 ℃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대유위니아(DT337QMUS)*** 제품은 ‘최대 온도편차’가 2.0 ℃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커서 ‘보통(★)’수준으로 평가됨.

*** 김치냉장고 상실(上室) 맨 위쪽에 있는 김치용기가 편차가 가장 컸으며, 사용설명서에는
해당 위치에 물김치 또는 자주 먹는 김치를 단기간 저장할 때 사용하라고 설명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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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저장온도성능 평가 결과 ]
제조·판매원

브랜드

모델명

삼성전자㈜

삼성김치냉장고

RQ33K71217X

LG전자㈜

LG DIOS 김치톡톡

K336SN15

평가 결과
평균 온도편차

최대 온도편차
★★★

★★★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FR-Q37QPJB

㈜대유위니아

딤채

DT337QMUS

★★
★주)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주) 사용설명서에 맨 위 선반(최대 온도편차 위치)은 물김치 또는 자주 먹는 김치를 단기간 저장할 때
사용하라고 설명되어있음.
※ 김치용기별로 80% 용량만큼 소금물을 넣고 김치저장모드로 시험함.
나. 월간소비전력량
☐ 사용 환경(주위온도, 실사용 조건 등)에 따라 제품별 월간소비전력량 차이 커
ㅇ (주위온도별) 소비자의 다양한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김치냉장고 주위온도
(25 ℃, 32 ℃)에 따른 월간소비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주위온도가 높을수록
제품 간에 차이가 컸음.
ㅇ 주위온도 25 ℃에서 월간소비전력량(월간에너지비용*)은 제품별로 12.9 ㎾h(2,064원)
~ 15.7 ㎾h(2,512원)로 차이가 작았지만, 주위온도 32 ℃에서는 21.5 ㎾h(3,440원) ~
39.3 ㎾h(6,288원)로 제품 간 최대 1.8배 차이가 났음.

* 월간에너지비용은1 kWh당 160원 적용함(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적용)
- LG전자(K336SN15) 제품이 주위온도 25 ℃, 32 ℃ 모두 월간소비전력량이
가장 적게 소모됐음.
ㅇ 주위온도 25 ℃에 비해 32 ℃일 때 월간소비전력량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최소 45 %에서 최대 185 %까지 증가했음.
- 대유위니아(DT337QMUS)는 45 %, LG전자(K336SN15)는 67 %, 삼성전자
(RQ33K71217X)는 106 %, 동부대우전자(FR-Q37QPJB)는 185 % 증가하여
제품에 따라 월간소비전력량 증가율 차이가 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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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어 개폐 시) 소비자 사용 환경을 고려하여 주위온도 25 ℃에서 저장실
문을 하루 11회씩* 개폐 시 월간소비전력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따라
월간소비전력량 증가율에 차이가 있었음.

* 전기냉장고에 대한 전기용품안전기준(KC 60335-2-24)의 표준사용조건을 준용함.

ㅇ 도어 개폐 시 월간소비전력량은 16.1 ㎾h ~ 27.3 ㎾h로 문을 개폐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제품별로 최소 10 %에서 최대 98 %까지 증가했음.
- 대유위니아(DT337QMUS)는 10 %, 삼성전자(RQ33K71217X)는 16 %, LG전자
(K336SN15)는 25 %, 동부대우전자(FR-Q37QPJB)는 98 %가 증가하여 제품에
따라 월간소비전력량 증가율에 차이가 컸으며, LG전자(K336SN15) 제품이
도어 개폐 시 월간소비전력량이 가장 적게 소모됐음.
ㅇ (저장실 부분 사용) 일부 저장실을 개별로 ON/OFF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주위온도 25 ℃에서 상실**만 사용(ON)할 경우 저장실 전체(상실, 중실, 하실)를
사용했을 때에 비해 월간소비전력량이 얼마나 절약되는지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음.

** 제품별로 상실의 용량은 전체용량의 46.4%∼56.4 % 수준임.
ㅇ 시험 결과, 월간소비전력량은 6.3 ㎾h ~ 11.0 ㎾h로 저장실을 전체 사용했을
경우와 비교했을 때, 49 % ~ 80 % 수준으로 나타났음.
- LG전자(K336SN15)는 49 %, 삼성전자(RQ33K71217X)는 53 %, 대유위니아
(DT337QMUS)는 64 %, 동부대우전자(FR-Q37QPJB)는 80 %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LG전자(K336SN15) 제품이 상실만 사용 시 월간소비전력량이 가장 적게 소모됐음.
[ 월간소비전력량 시험 결과 ]
제조·판매원

브랜드

모델명

㈜대유위니아

딤채

DT337QMUS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FR-Q37QPJB

삼성전자㈜ 삼성김치냉장고 RQ33K71217X
LG전자㈜

LG DIOS
김치톡톡

K336SN15

월간소비전력량 [kWh]
주위온도별
상실만 사용주2)
도어 개폐주1)
(상실용량 / 전체용량)
25 ℃
32 ℃
10.1
15.7
22.7
17.2
(153 L / 330 L)
11.0
13.8
39.3
27.3
(175 L / 328 L)
7.9
14.8
30.5
17.1
(169.9 L / 327 L)
6.3
12.9
21.5
16.1
(184.3 L / 327 L)

주1) 주위온도 25℃에서 저장실 문을 하루에 11회(상실5회, 중실3회, 하실 3회)씩 개폐함.
주2) 주위온도 25℃에서 상실만 사용(ON)하고 중실과 하실은 사용 하지 않을(OFF) 경우임.
※ 김치용기 용량의 80% 만큼 소금물을 넣고 시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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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환경에 따른 월간에너지비용[원] 비교 ]

다. 소음 및 냉각속도
☐ 소음, 냉각속도 제품 간 차이 있어

ㅇ (소음)

김치냉장고는 주로 실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음이

작을수록 좋음.
- 시험 결과, 삼성전자(RQ33K71217X), 대유위니아(DT337QMUS) 2개 제품은
소음이 37 ㏈ ~ 38 ㏈로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하였음.
- LG전자(K336SN15), 동부대우전자(FR-Q37QPJB) 2개 제품은 소음이 40 ㏈~ 41 ㏈로
상대적으로 커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됨.
[ 소음 평가 결과 ]
제조·판매원

브랜드

모델명

㈜대유위니아

딤채

DT337QMUS

삼성전자㈜

삼성김치냉장고

RQ33K71217X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FR-Q37QPJB

LG전자㈜

LG DIOS 김치톡톡

K336SN15

평가 결과

★★★

★★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양호)
※ 김치저장모드로 동작 시 최대소음(음향파워레벨)으로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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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냉각속도) 가정에서 김장을 한 후 김치냉장고에 넣었을 때 냉각속도가
빠를수록 좋음.

ㅇ 김치용기의 내부온도를 20 ℃에서 5 ℃까지 냉각시키는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냉각속도를 평가한 결과, 제품 간 최대 25 % 정도 차이가 있었음.
- 삼성전자(RQ33K71217X) 제품은 냉각속도가 16시간 38분으로 가장 빨라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음.
- 대유위니아(DT337QMUS), LG전자(K336SN15) 등 2개 제품은 냉각속도가
18시간 51분 이하로 상대적으로 ‘양호(★★)’하였음.
-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은 냉각속도가 20시간 49분으로 가장 느려
‘보통(★)’수준으로 평가되었음.
[ 냉각속도 평가 결과 ]
제조·판매원

브랜드

모델명

평가 결과

삼성전자㈜

삼성김치냉장고

RQ33K71217X

★★★

㈜대유위니아

딤채

DT337QMUS

LG전자㈜

LG DIOS 김치톡톡

K336SN15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FR-Q37QPJB

[기호의 표시] ★★★(상대적 우수) ★★(양호) ★(보통)
※ 김치용기 용량의 80% 만큼 소금물을 넣은 후 김치냉장고를 동작시켜 시험함.

★★
★

라. 김치용기의 용량 및 낙하충격강도
☐ 김치용기의 용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있었으며, 낙하충격강도는 전 제품 이상 없었음.
ㅇ (용량) 김치용기는 실제로 저장 가능한 용량을 결정하는 중요 구성품으로
김치용기의 용량은 제품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임.
ㅇ 김치용기에 물을 넣어 실제로 저장할 수 있는 총 용량을 확인한 결과,
제품별로 121.2 L ~ 129.8 L로 차이가 있었음.
⇒ 동부대우전자(FR-Q37QPJB)만 제품에 김치용기 총 용량을 표시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제품에도 표시하겠다고 알려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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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용기 용량 시험 결과 ]
김치용기 총 용량 [L]
제조·판매원

브랜드

모델명

㈜대유위니아

딤채

DT337QMUS

128.8

128.8

129.8

동부대우전자㈜

클라쎄

FR-Q37QPJB

표시 없음주1)

124.2주2)

121.2

129.0주3)

124.8

124.8

128.2

128.2

129.4

삼성전자㈜
LG전자㈜

제품 표시치 김치용기 표시치

삼성김치냉장고 RQ33K71217X
LG DIOS 김치톡톡

K336SN15

측정치

주1) 해당 업체는 향후에는 제품에 표시하겠다고 알려옴.
주2) 해당 업체는 김치용기 표시치가 측정치와 차이나는 이유는 김치용기의 뚜껑 부분 용적이 포함된
용량을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옴.
주3) 해당 업체는 모델에 따라 제공하는 김치용기가 달라 최대용량을 표시했다고 알려옴.

ㅇ (낙하충격강도)

김치용기 용량의 80 %만큼 절임배추를 채운 후 1 m 높이에서

낙하시켜 김치용기의 파손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 제품 이상 없었음.

마. 안전성
☐ 전도안정성 및 감전보호 등의 안전성, 전 제품 이상 없어

ㅇ (전도안정성) 제품이 넘어질 위험이 있는지 확인하는 전도안정성 시험 결과

,

전 제품 이상 없었음.

-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바닥이 좁고 위로 긴 구조이기 때문에 문이나 서랍을
열었을 때 일정 중량의 하중이 가해져도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해야함.

ㅇ (감전보호) 절연 미흡으로 인해 전기가 누설되거나 감전의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에서 이상이 없었음.

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및 표시사항
☐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은 표시등급과 일치했고, 표시사항 전 제품 기준에 적합

ㅇ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에 따라 월간소비전력량을
측정하여 제품에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결과,
전 제품 모두 1등급으로 표시된 등급과 일치하였음.

* 1등급에 가까운 제품일수록 에너지 절약형 제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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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냉장고의 1등급 비중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에너지효율등급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번 시험 결과는 개정 전의 기준을 적용함.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6-137호(2016. 7. 14.)

ㅇ (표시사항) 인증마크(KC, KS), 인증번호(KC, KS),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등
주요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였음.

사. 제품 특성
☐ 제품별로 기타 저장기능, 편의사항 등에서 차이 있어
ㅇ (기타 저장기능) 김치냉장고는 김치저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을 저장하는
다목적 냉장고로 활용되고 있어 제품별로 냉장, 냉동 등 다양한 기타 저장기능을
보유하고 있었음.
- 김치숙성, 냉장, 냉동, 채소·과일, 육류·생선, 쌀·잡곡 기능은 전 제품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었음.
- 대유위니아(DT337QMUS) 제품은 장류, 주류·견과류 저장기능이 추가로 있었고,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삼성전자(RQ33K71217X) 등 2개 제품은 와인 저장기능이
있었음.
ㅇ (편의사항)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품별로 탈취, 홈바 등 다양한 편의사항이 있었음.
- 저장실 개별 ON/OFF, 설정 기억, 탈취, 문 열림 알람 기능은 전 제품 공통으로
보유하고 있었음.
-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삼성전자(RQ33K71217X), LG전자(K336SN15) 등 3개
제품은 상실에 간단한 음식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서랍저장실과 하실에 캔음료
등을 보관할 수 있는 보조저장실이 있었음.
- 대유위니아(DT337QMUS), 동부대우전자(FR-Q37QPJB), LG전자(K336SN15) 등
3개 제품은 냉기유지커버가 있어 저장실 문을 열었을 때 냉기가 손실되는
것을 줄일 수 있었음.
- 삼성전자(RQ33K71217X) 제품은 상실에 홈바가 있어 자주 이용하는 식품을
홈바 쪽 선반에 넣으면 꺼낼 때 상실 문을 열지 않아도 되므로 냉기 손실을
줄일 수 있고, 받침대로도 사용할 수 있었음.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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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권장안전사용기간) 김치냉장고 같이 장기간 사용 시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권장안전사용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 하도록 되어있음.
- 동부대우전자(FR-Q37QPJB) 제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제품은 모두 7년으로
표시하고 있었음.
⇒ 동부대우전자는 김치냉장고 제품에 권장안전사용기간을 표시하겠다고 알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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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 2 >

김치냉장고 종합
결과
표
종합결과
결과표
제조·판매원

㈜대유위니아 동부대우전자㈜

브랜드
시험항목

모델명

딤채

클라쎄

삼성전자㈜

LG전자㈜

삼성김치냉장고

LG DIOS
김치톡톡

DT337QMUS FR-Q37QPJB RQ33K71217X

평균 온도편차

★★★

최대 온도편차

★주1)

김치 저장온도성능

K336SN15

★★★

★★★

★★★

★★

★★★

★★★

냉각속도

★★

★

★★★

★★

소음

★★★

★★

★★★

★★

주위온도 25 ℃

15.7
(2,512 원)

13.8
(2,208 원)

14.8
(2,368 원)

12.9
(2,064 원)

주위온도 32 ℃

22.7
(3,632 원)

39.3
(6,288 원)

30.5
(4,880 원)

21.5
(3,440 원)

용량[L]주3)

129.8

121.2

124.8

129.4

낙하충격강도

○

○

○

○

안전성(전도안정성·감전보호)

○

○

○

○

표시 사항

○

○

○

○

기타 저장기능

㉮㉯㉰

㉮㉱

㉮㉱

㉮

편의사항

ⓐⓓ

ⓐⓒⓓ

ⓐⓑⓒ

ⓐⓒⓓ

권장안전사용기간

7년

-주4)

7년

7년

표시 유효내용적[L]

330

328

327

327

1등급(1등급)

1등급(1등급)

1등급(1등급)

1등급(1등급)

월간소비전력량
[kWh/월]
(월간에너지비용주2))
김치용기

제품 특성

에너지소비효율등급주5)(표시등급)
구입가격 [원]주6)

1,750,000

<기호의 표시>
★★★ : 상대적 우수, ★★ : 양호, ★ : 보통
○ : 관련기준에 적합하거나 이상 없는 것.
- : 해당 내용이나 기능이 없는 것.

1,350,000

1,775,000

1,500,000

<기타 저장기능>
㉮김치숙성, 냉장, 냉동, 채소·과일, 육류·생선, 쌀·잡곡
㉯장류 ㉰주류·견과류 ㉱와인

<편의사항>
주1) 사용설명서에 맨 위 선반(최대 온도편차 위치)은 물김치 ⓐ저장실 개별 ON/OFF, 탈취, 문 열림 알람, 설정 기억
또는 자주 먹는 김치를 단기간 저장할 때 사용하라고 ⓑ홈바 ⓒ보조저장실 ⓓ냉기 유지 커버
설명되어있음.
주2) 월간에너지비용=1kWhx 160원(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적용)
주3) 김치용기 용량의 총합
주4) 해당 업체는 향후에 제품에 표시하겠다고 밝혀옴.
주5) 시험결과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개정 시행일(2017.7.1.)
이전의 기준을 적용함.
주6) 오프라인(브랜드 대리점, 하이마트) 구입가격 기준(2017.4.)임.

- 15 -

0264aea7-a7b0-43e9-b906-7535cd644687

< 붙임 3 >

김치냉장고 사용 시 주의사항

☐ 안전 주의 사항
o 바닥이 단단하고 수평인 장소에 설치하고 바닥면이 고르지 않을 경우 제품
다리에 있는 수평조절 나사 등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특히
어린아이가 저장실 문 또는 서랍에 매달리거나 올라타지 않도록 주의시킨다.
o 벽과 10 ㎝ 공간을 두고 설치하고, 제품 뒷면 송풍구에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화재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o 접지 단자가 있는 220V 전용 콘센트에 꽂아 사용하고, 접지 단자가 없는
경우 별도로 외부 접지를 해야 누전 및 감전 위험을 줄일 수 있다.
o 김치냉장고는 장기간 사용하는 제품으로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되거나 제품에 표시된 권장안전사용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제조사에 요청하여 점검을 받도록 한다.

*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 및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
☐ 김치 보관 시 주의 사항
o 김치는 익으면서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김치용기 용량의 80 % 정도만 넣어야
국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o 김치를 보관한지 3 ~ 7일 이내에 국물이 넘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국물이 넘치면
김치가 공기에 노출되어 보관기간이 짧아지고 맛이 변할 수 있다.
o 김치의 종류와 염도에 따라 김치저장모드의 세기(강, 중, 약)를 적절하게 맞춰야
김치가 얼거나 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 전기 절약 방법
o 설치장소의 주위온도가 높거나 직사광선이 내리쬐면 성능이 저하되고 전기소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늘지고 통풍이 원활한 실내에 설치하도록 한다.
o 냉기가 손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주 먹는 김치는 따로 담아 냉장고에 보관하고,
문 여는 횟수를 최대한 줄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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