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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컨테이너 온도 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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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은 현재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비싼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됨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화물 운송이 가능한 해상운송

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 신선농산물의 해상운송에는 냉동컨테이너가 사용되는데 현재 냉동컨테이너는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운송 중 신선화물의 부패 등에 따른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냉동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며, 편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냉동컨테이너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참외 싱가포르 해상운송 경로에 적용하여 그 기능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설정온도 4.
0℃를 기준으로  최대 0.5℃이내에서 화물 적재함 내부 온도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ABSTRACT

Fresh agricultural product in Korea are currently being exported overseas through expensive air transportation, 
supported by the governments’s farm export subsidies. However all members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WTO) must halt government subsidies by 2023.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use marine transport 
capable of carrying freight at low cost. Reefer containers are used for marine transportation of fresh produce but it 
have a problem due to the temperature difference inside the reefer container which causes of fresh cargo and drop 
in freshness during sea transportatio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we developed a temperature control algorithm 
for reefer container that maintain a constant temperature and minimizes the deviation inside reefer container. The 
result showed that the maintained a constant temperature within a maximum of 0.5 ℃based on the set-point of 4.0 
℃ inside reefer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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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은 현재 정부의 해외운

송 보조금을 받으면서 비싼 항공운송을 통해 해외로 수

출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신선농산물의 수

출을 계속해서 장려하고 있지만 국제적 협의에 의해  

2023년 정부에서 해외운송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계획

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1, 2]. 비싼 항

공운송의 대안으로 대량의 신선농산물을 한 번에 이동

할 수 있는 해상운송을 들 수 있는데, 국내에서 미국으

로 수출하는 40ft 컨테이너 화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운

송비를 1/10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선농산물의 컨테이너를 이용한 해상운송

을 위해서는 장기간 선박을 통해 운송되는 컨테이너 내

부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

는 기술이 필요하다[3, 4]. 현재 냉동컨테이너를 이용하

여 해상운송 중 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

켜주고 있지만, 온도 유지를 위한 온도 센서가 화물 적

재부 외부에 위치하고 있어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를 

정확하게 감지하지 못하고, 냉동유닛과 컨테이너 문 부

분의 온도 편차가 약 3℃ 이상 크게 나타나고 있다[5].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냉동

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부에 복수의 온도센서를 부착

하고, 화물적재부에서 수집한 온도를 바탕으로 냉동컨

테이너 내부 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온도조절 알고리

즘을 개발하였다. 또한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해 국내에서 싱가포르까지 운송되는 참외를 대

상으로 실증실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2장에서 냉동컨테이너 상태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3장에서 자동 온도 

조절 알고리즘을 소개한다. 4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진

행하여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을 검증한 후 5장에서 

결론을 맺는다.

Ⅱ. 냉동컨테이너 상태 제어 시스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냉동컨테이너 상태제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이 냉동컨테이너 냉동유닛 컨트롤러함체 내

부에 장착되어 냉동컨테이너의 동작 상태정보 및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냉동컨테이너를 제어 가능한 냉동

Fig. 1 Monitoring System for Reefer Container

컨테이너 상태정보 수집·제어 장치와 화물 적재부 내부

에 부착되어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를 실제 수집하는 

센서 태그 및 냉동컨테이너의 운송현황을 사용자에게 

제공해 주는 실시간 상태정보 모니터링 서버로 구성된

다[6, 7].

2.1. 냉동컨테이너 상태정보 수집·제어 장치

냉동컨테이너 상태정보 수집·제어 장치는 냉동컨테

이너 냉동유닛과 Serial 통신을 통해 냉동유닛의 설정온

도, 공급온도, 순환온도 등 온도 정보와 냉동유닛의 알

람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화물 적재부 내부에 위치한 

복수의 센서 태그와 RF 통신하며 화물 적재부 내부 온

도/습도 정보를 수집한다. 또한 GPS를 이용하여 위치정

보를 수집하고 이를 운송 위치에 따라 WCDMA /GSM, 

Iridium, Wi-Fi 등 통신을 이용하여 서버로 수집한 냉동

컨테이너 상태정보를 전송한다. 냉동컨테이너 상태정

보 수집·제어 장치는 실시간 상태정보 모니터링 서버로

부터 관리자가 원격 제어한 설정 및 센서 태그에서 수

집한 온도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조절 알고리즘을 통해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2.2. 센서 태그

동아대학교 지능형컨테이너연구센터에서 직접 개발

한 센서 태그는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에 부착되

어 정해진 주기에 따라 화물 주변 온도 및 습도를 수집

하여 냉동컨테이너 냉동유닛 컨트롤러 함체 내부에 설

치되어 있는 냉동컨테이너 상태정보 수집·제어 장치에

게 RF통신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송한다. 이때, 시분할 

방식을 이용하여 하나의 냉동컨테이너 상태정보 수집·

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최대 16개의 센서 태그로부터 온

도 및 습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또한 센서 태그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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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도 센서는 Sensirion사의 센서를 사용하여 ±0.3℃ 이

내의 정확도를 확보하였으며,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 

내부에 기록한 로그 확인 및 배터리 충전을 통해 재사

용이 가능하다.

2.3. 실시간 상태정보 모니터링 서버

실시간 상태정보 모니터링 서버는 냉동컨테이너 상

태정보 수집·제어 장치에서 전송해 오는 정보들을 수신

하는 미들웨어(Middleware)와 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

베이스(Data Base), 사용자들에게 냉동컨테이너 운송정

보를 제공하기 위한 웹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미들웨어는 냉동컨테이너 상태정보 수집·제어 장치

에서 냉동컨테이너 정보를 수신하고 정상적으로 정보

를 수신하였다는 ACK(Acknowledgement)를 전송하며, 

운송중인 냉동컨테이너의 원격 설정이 가능하다.

Ⅲ. 냉동컨테이너 온도제어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Ⅱ장에서 소개한 냉동컨테이너 상태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해상운송 중인 냉동컨테이너 

내부 온도 편차를 줄이기 위한 냉동컨테이너 온도제어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온도제어 알고리즘은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

재부 내에 부착한 복수의 센서 태그를 이용하여 실제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를 측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냉

동컨테이너 냉동유닛을 제어하여 냉동컨테이너에서 설

정한 온도와 화물 적재부 내부 실제 온도 간의 오차 및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 편차를 줄여 신선화물의 신선도

를 오래 유지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3.1. 온도제어 알고리즘 수행 환경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도제어 알고리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센서 태그가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

부 내부에 부착되어야 하며, 냉동컨테이너 상태정보 수

집·제어 장치를 통해 냉동컨테이너 냉동유닛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2. 온도제어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 개발한 온도제어 알고리즘은 냉동컨테

이너를 이용하여 신선화물을 해상운송하는 과정에서  

적정 보관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온도제

어 알고리즘 수행을 위해서는 신선화물의 적정보관 온

도, 저온장애 온도, 고온장애 온도 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온도제어 알고리즘은  ①기

준온도, 하한 및 상한 온도 선정 단계, ②화물 적재부 내

부 최고, 최저 온도 확인 단계, ③냉동유닛 제어 여부 판

단 단계, ④냉동유닛 제어 단계 등 4단계로 구성된다.

Fig. 2 Algorithm of Controlling Temperature for Reefer Container



냉동컨테이너 온도 제어 알고리즘에 관한 연구

2383

3.2.1. 기준온도, 하한 및 상한 온도 선정 단계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를 제어하기 위

한 온도를 계산하는 단계로 관리자가 저온장애 온도, 

고온장애 온도, 적정 보관온도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이는 신선화물의 저온장애 및 고온장애를 예방하기 위

해 저온장애 온도를 하한온도로, 고온장애 온도를 상한

온도로 선정하며, 적정 보관온도는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의 기준온도로 사용된다.

3.2.2. 화물 적재부 내부 최고, 최저 온도 확인 단계

화물 적재부 내부에 복수개 부착된 센서 태그를 이용

하여 수집한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를 정렬하여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 편차 및 화물 적재부 내부 최고 온도

와 최저 온도를 확인한다.

3.2.3. 냉동유닛 설정온도 변경 여부 판단 단계

센서 태그를 이용하여 확인한 화물 적재부 내부 최

고, 최저 온도와 앞서 계산한 하한 및 상한 온도를 비교

하여 냉동유닛 제어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가장 중요

한 것은 신선화물이 저온장애 또는 고온장애 온도에 노

출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다.

냉동유닛의 설정온도 변경 여부는 5가지 조건에 따

라 결정된다. 그림 2는 냉동컨테이너 온도제어 알고리

즘을 나타낸다.

먼저, 수집된 센서 태그의 온도값을 정렬하여 최저온

도와 최고온도를 수집한다. 조건 1~4는 수집된 센서 태

그들의 온도가 하한온도와 상한온도 범위를 벗어난 경

우이다.

조건 1에서는 최고온도가 하한온도 이하인 경우 그

림 2의 A를 구한다. A가 상한온도 보다 낮을 경우 A를 

설정온도로 정하고 높을 경우 상한온도를 설정온도로 

정한다.

조건 2에서는 최저온도가 상한온도 이상인 경우 그

림 2의 B를 구하고, B가 하한온도 보다 높을 경우 B를 

설정온도로 정하고 낮을 경우 하한온도를 설정온도로 

정한다.

조건 3에서는 최저온도가 하하온도 미만이고 최고온

도가 상한온도 이하인 경우 그림 2의 C를 구한다. C가 

상한온도 보다 낮을 경우 C를 설정온도로 정하고 높을 

경우 상한온도를 설정온도로 정한다.

조건 4에서는 최저온도가 하한온도 이상이고 최고온

도가 상한온도 초과인 경우 그림 2의 D를 구한다. D가 

하한온도 보다 높을 경우 D를 설정온도로 정하고 낮을 

경우 하한온도를 설정온도로 정한다.

조건 5는 최고온도와 최저온도가 상한온도와 하한온

도 이내이므로 기준온도를 설정온도로 정한다.

조건 1과 3의 경우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가 하한온

도보다 낮을 때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를 높이기 위해 

선택되고, 조건 2와 4의 경우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가 

상한온도 보다 높을 때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를 낮추

기 위해 선택된다.

3.2.4. 냉동유닛 제어 단계

앞서 3.2.3에서 판단한 결과에 따라 냉동컨테이너 상

태정보 수집·제어 장치를 이용하여 냉동컨테이너 냉동

유닛의 설정온도를 자동제어 한다. 그림 2의 알고리즘

에 따라 기준온도를 바탕으로 냉동유닛의 설정온도

(Set-point)를 변경한다.

Ⅳ. 실증 테스트

4.1. 실험 환경

본 연구에서는 Ⅲ장에서 소개한 냉동컨테이너 온도

제어 알고리즘의 검증을 위해 실증 테스트를 진행하였

다. 2017년 6월 16일부터 약 13일간 경북 성주에서 출

발하여 싱가포르 물류창고까지 운송되는 해상운송 구

간에서 신선화물인 참외를 적재한 20ft 냉동컨테이너를 

대상으로 실제 수출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실증 테스트를 위해서 그림 3과 같이 냉동컨테이너 

정보수집·제어 장치 1개(세모 표시)와 센서 태그 16개

(네모 표시, 하단 녹색, 상단 파란색)를 사용하였다.

참외의 적정 보관 온도인 3~5℃를 유지하기 위해 냉

동컨테이너의 설정온도(Set-point)는 4.0℃로 설정하고, 

Fig. 3 Device attachme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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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장애 온도를 3.0℃, 고온장애 온도를 6.0℃로 설정

하였다. 

이번 실증 테스트를 진행함에 있어 먼저 화물 적재부 

내부에 센서 태그를 부착하여 화물 적재부 내부 위치에 

따른 온도 편차를 확인 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집한 센서 태그의 온도 정보를 바탕으로 냉동컨테이

너 온도제어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화물 적재부 내부 온

도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였다. 추가로 실증 테

스트를 진행하면서 냉동컨테이너 글로벌 해상운송 경

로 확인 기능을 함께 검증하였다.

4.2. 컨테이너 내부 위치별 온도 확인

2017년 6월 16일부터 2017년 6월 28일까지 경북 성

주에서 싱가포르로 운송하는 참외 화물이 적재된 20ft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부에 부착한 16개의 센서 

태그에서 5분단위로 수집한 약 1,690개의 온도 값을 정

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을 분석해 보면 3일간의 국내 육상운송 중에는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온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는데 이는 냉동컨테이너가 예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물 적입 후 냉동컨테이너 내부 온도를 낮추는 과정과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컨테이너 핸들링 과정에서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일부 구간에서 온도가 상승하였기 때

문이다.  운송 구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10일간의 해

상운송 구간에서는 설정온도 4.0℃를 기준으로 최대 

0.5℃이내에서 온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 운송 구간에서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부 

위치에 따른 온도편차는 1.2℃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해상운송 구간을 기준으로 하면 0.5℃ 이내의 편

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냉동컨테이너 정보수집·제어 장치를 통해 확인한 냉

동유닛의 온도 정보를 살펴보면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

재부로 공급되는 공급온도(Supply Temp.)는 전체 운송 

구간에서 평균 4.2℃이며, 해상운송 구간에서는 4.0℃

로 확인 되었다.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를 순환한 

후 공기의 순환온도(Return Temp.)는 전체운송 구간에

서 평균 5.9℃이며, 해상운송 구간에서는 4.7℃로 확인

되었다.

냉동컨테이너 정보수집·제어 장치에서 수집한 온도 

값과 실제 화물 적재부 내부에 부착한 센서 태그들에서 

수집한 온도 값을 비교해보면 2017년 6월 17일 오전 11

시 40분경 해상운송 구간에서 냉동컨테이너의 공급온

도가 4.0℃일 때 화물 적재부 하단에 부착된 센서 태그

들의 평균 온도는 4.3℃이며, 화물 적재부 상단에 부착

된 센서 태그들의 평균 온도는 4.5℃로 확인되었다.

4.3. 냉동컨테이너 온도제어 알고리즘 동작 테스트

온도제어 알고리즘을 확인한 결과 그림 4과 같이 냉

동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 해상운송 구

간에서는 온도제어 알고리즘에 의한 냉동컨테이너 설

정온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국내 육상운송 구

간에서는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를 빨리 

낮추기 위해 냉동컨테이너의 설정온도를 하한온도인 

3.0℃로 자동으로 변경 설정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또한 그림 4의 ①~⑥으로 표시한 구간에서는 컨테

이너 터미널에서 냉동컨테이너 핸들링 과정에서 전원 

공급차단에 의한 일시적인 온도 상승에 반응하여 설정

온도가 3.2℃등으로 자동을 변경되어 냉동컨테이너 내

부 온도를 기준온도인 4.0℃에 가깝게 유지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냉동컨테이너 온도제어 알고리

즘을 적용 결과를 분석해 보면, 참외의 적정 보관온도

인 기준온도 4.0℃를 기준으로 20ft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부에서 센서 태그를 이용해 수집한 온도와의 

편차는 최대 0.5℃, 냉동컨테이너 컨트롤 유닛에서 측

정한 순환온도를 기준으로 최대 0.7℃의 온도 편차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termodal  Local Maritime 

Sensor Tag #1 4.6 5.6 4.3

Sensor Tag #2 4.3 4.5 4.2

Sensor Tag #3 4.7 5.9 4.3

Sensor Tag #4 4.1 4.2 4.0

Sensor Tag #5 4.3 4.5 4.3

Sensor Tag #6 5.0 6.6 4.4

Sensor Tag #7 4.6 5.9 4.2

Sensor Tag #8 4.1 4.2 4.0

Sensor Tag #9 5.0 6.9 4.4

Sensor Tag #10 4.5 4.3 4.3

Sensor Tag #11 4.7 6.1 4.3

Sensor Tag #12 4.2 4.4 4.2

Sensor Tag #13 5.3 7.4 4.5

Sensor Tag #14 4.3 4.5 4.2

Sensor Tag #15 5.2 7.5 4.5

Sensor Tag #16 4.2 4.4 4.2

Table. 1 Temperature by transport location(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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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data for Reefer container, 2017

Fig. 5 GPS Location from Korea to Singapore

4.4. 냉동컨테이너 실시간 위치 추적 결과

그림 5는 경북 성주에서 싱가포르까지 참외를 해상

운송으로 수출하는 구간을 실제 수집된 GPS 정보를 바

탕으로 모니터링 서버에서 표시한 화면이다. 국내에서 

출발하여 홍콩을 거쳐 싱가포르 까지 운송되는 전체 경

로를 빠짐없이 확인 하였다.

Ⅴ. 결  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신선농산물을 운송할 수 있는 

해상운송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재 신선농산

물의 해상운송에 사용되는 냉동컨테이너는 컨테이너 

내부 온도 편차가 크게 발생하여 운송중 신선농산물의 

상품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냉동컨테이너 냉동유닛과 연동하여 냉

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온도 편차를 최소화하고, 기준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냉동컨테이너 온도제어 알고리즘

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알고리즘을 국내에서 싱가포르로 운송되는 

실제 해상운송 구간에 적용하여 개발한 알고리즘을 검

증하였다. 검증결과 운송기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

상운송 구간에서 기존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내부 

온도 편차인 약 3.0℃보다 적은 0.5℃ 내외의 온도 편차

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향후 연구과제로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부 온도 변

화 추의를 반영하여 개발한 알고리즘 고도화에 대한 연

구와 현재 16개 부착한 센서 태그의 최적 부착위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최소한의 센서 태그를 이용하여 

냉동컨테이너 내부 온도 편차를 확인 할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냉동컨테이너가 외부

로부터 전원을 공급 받지 못 하면 본 논문에서 제안하

는 냉동컨테이너 온도 제어 알고리즘을 활용할 수 없으

므로, 냉동컨테이너 화물 적재함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킬 수 있는 장치 및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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