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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sh exportation using airplanes incurs sizable logistics costs (12,000KRW/kg), according for more than 45% out of the 

total export cost. Thus, it is unreasonable to quantitatively expand fish exportation by means of air transport. In addition, 

cases of failing to deliver fish at the right time to the right place occurs frequently due to the limited cargo capacity and 

insufficient cargo space of airplanes, especially during the peak season. Therefor, a technology that not only minimizes the 

logistics costs but also transports fish freshly and safely, in the case of long distance exportation to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aiwan, should be developed. In this study, a live fish container control system for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Live flatfish (2,000kg) were selected as the target fish, were transported to 

the United States to analyze and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a live fish container control system and transportation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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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은 날로 급

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웰빙식품으로 대변되는 수산

물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식생활 개

선 및 소비패턴의 변화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수산물 

총소비가 2003년에 약 350만 톤에서 2013년에 430만 

톤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산물 소비의 증가는 수산물의 수출 및 수입을 포함

하는 유통에도 영향을 미쳐 수산물을 활어상태로 저렴

한 가격에 유통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미, 한·EU FTA 등의 영향으로 일반 화물

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만 등지에서 활수산물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활수산물의 장거리 수송을 위한 기술개

발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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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물 및 농·수산물을 장거리로 수송할 경우 약 

90%가 화물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차량, 선박, 철도 및 

항공기 등 개별적으로 운송하는 시스템과 두세 가지 운

송 방법이 혼합된 복합 운송 시스템에 의해 수송한다 

(Lee et al., 2005). 특히, 활수산물을 수출하는 경우는 

내수와 달리 목적지점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어, 미국과 같이 장거리로 넙치를 

수출하는 경우 물류비는 수출원가에서 많은 비중을 차

지한다. 활수산물의 미국 수출은 대부분 항공운송으로 

연간 300톤 정도 수출되고 있으며, 수출원가의 약 45% 

이상을 물류비 (12,000원/kg)가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항공기를 이용하여 수출되는 경우에는 많은 

물류비가 소요되므로 양적인 수출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항공기로 수출하는 경우는 적재

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적이며, 특히 성수기에는 항공

화물 공간 부족 등으로 적기 적소에 물량을 운송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으

로 업계에서는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나 (Cho et al., 1994; Yoon et al., 2000; 

Yoon et al., 1998), 아직까지 획기적인 성과를 얻지 못

하고 있으며, 또한 내수의 수요 및 가격의 변동에 따른 

활수산물의 안정적인 물량확보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

다. 그리고 국내·외에서의 기술 개발은 컨테이너 일반화

물을 수송 및 보완장치 개발에만 국한되었을 뿐 (Oh 

and Lee, 2014; Moon et al., 2013; Choi et al., 2009), 활

수산물을 장거리 수송하기 위한 기술개발은 미흡한 실

정이다. 그 이유는 활수산물의 경우는 일반 화물컨테이

너와 달리 생물의 수송환경을 유지시키기 위한 각종 장

치 설치 및 개발비용과 대량 폐사와 같은 시행착오에 

대한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이며, 또한 활수산물의 수송

조건을 규명하고 활어 등의 수산물 수송 컨테이너를 개

발하기 위해서는 어병, 양식, 시스템 제어분야 등의 다

양한 전문지식이 복합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넙치를 대상으로 육상에서 장기간 실

험을 통해 규명된 최적 운송 환경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발생장치, 냉각장치화, 가온장치, 순환펌프, 단백질 

분리장치, 자외선 살균장치, 무정전전원장치, 용존산소

량 및 수온센서 등을 설치하여, 수송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활어 수송용 컨테이너의 제어 시스템을 설계 및 

적용하였다. 활어 컨테이너 제어 시스템의 안정성 평가 

및 검증을 위해서 넙치 활어 약 2,000kg를 미국으로 15

일여를 수송을 하면서 계측장비의 운용상태 및 수송환

경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활어 컨테이너 시스템 설계

활어 수송용 컨테이너 (Fig. 1)는 기존의 냉동 컨테이

너를 활용하여 전원부, 제어부 및 수송부로 구성하였다 

(Fig. 2). 

전원부는 3상 육상 전원공급, 국가별 사용 주파수 및 

전압 조정을 위한 3상 변압기 (3∅ Transformer), 활어 

적재 후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기 위해 무정전전원장치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UPS), 배터리, 과전류 

차단을 위한 차단기 및 퓨즈 (Circuit breaker and fuse) 

등으로 구성하였다.

제어부는 활어 컨테이너의 장치 운용 및 제어, 오동작

에 대처하기 위한 PLC (Programmable Logic controller) 

및 릴레이 (Relay), 수조 내의 수온 및 용존산소량을 실

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기 위해 수온 센서와 용

존산소량 센서로 구성하였다. 

(a)

  

(b)
Fig. 1. Inside (a) and outside (b) of the live fish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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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osition of the live fish container system.

Fig. 3. Sea water circulatory system of the live fish container (OG: Oxygen generator, MCP: Main circulating pump, ACP:
Auxiliary circulating pump, UP: Under pump, CPD: Ceramic plate diffuser, DOS: Dissolve oxygen sensor, TS: Temperature
sensor). 

수송부는 활어에 산소공급을 위한 산소발생장치 

(Oxygen generator: DO) 해수 수온을 유지를 위한 가온

장치 및 냉각장치 (Heater and Chiller)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활어를 수송하기 위한 대형 수조 (Large water 

tank)와 수조 내부 전체의 해수순환을 위한 주 순환펌

프가 설치되어 있으며, 주 순환펌프 고장 발생 시 대체 

가능한 보조 순환펌프 (Main and auxiliary circulating 

pump)로 구성하였다.

Fig. 3과 같이 대형 수조는 4개의 작은 수조로 구성

되며, 작은 수조 각각에는 자외선 살균장치 (UV 

sterilizer), 어류의 배설물이나 표피에서 나오는 점액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단백질 분리장치, 수중펌프 

(Underwater pump: UP)가 구성되어 있다. 수중펌프는 

수조내부의 살균 및 단백질 분리를 위해서 해수를 순

환시킨다.  

또한 활어 수송용 컨테이너의 취급 부주의에 따른 책

임소재 및 수송과정 중 활어 폐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각 장치의 구동신호, 수송환경 모니터링 및 데

이터 수집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Table 1은 활어 컨테이너 수송환경 제어에 필요한 주

요센서 및 장치들의 사양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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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Sort Quantity 
set Specification

Power 
source

3∅ transformer 1 10kVA, 220V/60Hz

UPS 1 7.6kVA, 220V/60Hz

Battery 16 12V/10Ah

Control

PLC 1 Input: 16ch, Output: 16ch

DO sensor 1 0~25ppm, 12V

Temp. sensor 1 Pt 100Ω

Transportation

Oxygen generator 2 560W, 220V/60 Hz

Heater 1 2kW, 220V/60Hz

Chiller 1 7.6Hp

Circulating pump 2 850W, 220V/60Hz

Underwater pump 4 120W, 220V/60Hz

Table 1. Main sensors and device for transportation environment control
of the live fish container 

활어 컨테이너 수송환경 제어 알고리즘

수산물을 장거리로 수송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수온, 

용존산소량과 순환펌프 제어가 필수적이다. 수온제어

를 위해 냉동 컨테이너 내부에 기본적으로 설치된 냉

동기와 자체 설치한 수온센서를 이용하였다. 추가적으

로 열대성 어류를 수입하기 위해서 가온장치를 설치하

였다.

수온제어는 사용자가 설정하는 수온 값 기준으로 냉

동기 또는 가온장치를 가동할 여부를 판단하여, 설정된 

수온 값과 실시간 측정된 수온 데이터를 비교하여 제어

하는 방식이다. 활어 컨테이너 제어 시스템의 전체적인 

알고리즘은 Fig. 4와 같다.

Fig. 4. Algorithm of the live fish container system for long distance transportation (MCP: Main circulating pump, ACP: 
Auxiliary circulating pump, OG: Oxygen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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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산소량 제어는 용존산소량 센서로 부터 검출된 

데이터와 사용자가 설정한 최대 및 최소 용존산소량을 

비교하여, 용존산소량 제어영역 (Control area)을 유지

하는 방식으로 Fig. 5와 같이 구성하였다. 용존산소량 

제어의 경우는 상승단계 (Up stage)에서는 산소발생기

를 두 대 (S1, S2) 모두 가동시켜 수조 내 부족한 산소

를 활어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하강단계 

(Down stage)에서는 한 대 (S1)만 가동시켜 기본적으로 

어류의 호흡에만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도록 하였다. 그

리고 Fig. 5 (b),  (c)는 산소발생기 두 대 중 한 대가 고

장 시에는 대체 가능한 산소발생기가 도착할 때까지 가

동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Fig. 5. Proposed control algorithm of the oxygen generator.

순환펌프는 주 순환펌프와 보조 순환펌프를 장착하

여, 주로 주 순환펌프가 지속적으로 가동하도록 구성하

였고, 수송 중에 주 순환펌프가 고장 날 경우에 보조 순

환펌프가 가동하여 수조내부에 있는 해수를 순환 시키

도록 구성하였다. 

2차 실험에서는 수온 7℃, 용존산소량을 15~18 ppm

으로 제어하여 수송실험을 하였으며, 수송환경 조건은 

1~2일에 걸쳐, 어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점차적으로 순응시켰다. 그리고 수온과 용존산소량 제

어가 필요한 구간에서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를 확인

하기 위해서 수온과 냉각장치 동작 신호, 용존산소량과 

산소발생기 동작신호 수집장치 (GL220, Graphtec Co., 

Japan)를 설치하였다.

장거리 수송 조건 및 방법

활어 컨테이너 제어 시스템을 구성하여, 2013년 3월

에 1차 그리고 2014년 8월에 2차 장거리 수송 실증시

험을 실시하였다. 1, 2차 실험조건은 Table 2와 같으며, 

1차 실험에서는 초기 실험적인 연구단계로 넙치가 비 

활동성 수온이라고 알려진 7℃로만 제어하도록 하고, 

용존산소량은 제어하지 않고 어류 투입 직전에 15.0  

ppm으로 고정시켜 수송하도록 하였다. 

Table 2. Conditions for long-distance live container transportation

Verification 
test

Test Period
Fish Species / Amount 

(kg)
Control

First
Start

Mar. 27th, 
2013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2,000

Temp. Enable

End
Apr. 11th, 

2013
DO disenable

Second
Start

Aug. 30th, 
2014 Olive Flounder 

(paralichthys olivaceus)/ 
2,000

Temp. Enable

End
Sep. 14th, 

2014
DO Enable

결과 및 고찰

활어 컨테이너 수송 실증시험 결과 및 분석

Fig. 6은 어류 적재 후, 수온 7.0℃, 용존산소량 15.0 

ppm으로 고정시켜서 미국으로 수송한 1차 실험결과이

다. 어류의 경우 환경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2013년 3

월 27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는 수송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수온을 천천히 내려 순치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었으며, 3월 29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송하였다.

1차 수송 실험결과에서는 수온의 경우, 7℃로 안정적

으로 유지됨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용존산소량의 경

우는 수송기간 동안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15.0 ppm에

서 9.0 ppm 내외로 서서히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수송 전후 용존산소량 변화량은 5.2 ppm이었으며, 

수송 후, 생존율은 90%이었다. 

Fig. 7은 수온을 7℃, 용존산소량은 15~18ppm으로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성하여 수송한 2차 

실험결과이다. 2차 실험에서도 어류가 수송환경에 적응

할 수 있도록 2014년 8월 30일 오전부터 8월 31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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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까지 수온을 천천히 내려, 저수온으로 순치시켰다. 

9월 1일부터 13일까지 수송하였다.

Fig. 6.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DO in the first verification 
test.

Fig. 7. Variation of water temperature and DO in the second verification 
test.

Fig. 8. Variation of the water temperature and actuating signal of the
chiller.  

Fig. 9. Dissolved oxygen, and signal for action of the #1, #2 oxygen 
generator (OG).

Fig. 10. Signals for action on each device of live fish container.

2차 수송 실험결과에서는 수온은 7.0℃, 용존산소량

이 15.0~18.0 ppm으로 안정적으로 제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1차 실험과 동일하게 수송시간이 5

일을 초과함에 따라 용존산소가 감소하여, 산소발생기 

가동 횟수가 점점 빈번해 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온

과 냉각장치 동작 신호 (Fig. 8), 용존산소량과 산소발

생기 동작신호 (Fig. 9)를 분석결과 수온은 7.0~7.1℃의 

범위로 정확하게 제어되고, 냉각장치 또한 안정적으로 

정상 동작됨을 알 수 있었으며, 용존산소량은 최초 설

정범위에 맞게 15~18 ppm 범위로 제어되고, 설계된 용

존산소량 제어알고리즘과 동일하게 2번 산소발생기는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설정한 최소 15 ppm 에 

도달 시에는 1번 산소발생기가 구동하여 18 ppm에 도

달하면 중지하는 동작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2차 수송실험의 경우 Fig. 10과 같이 장거리 수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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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모든 장치의 동작신호 분석결과 모든 장치가 정상 

동작됨을 알 수 있으며, 수송 후 생존율은 98%로 나타

났다. 

결 론

넙치를 활어 수송용 컨테이너로 2회 미국으로 수송

한 결과, 수조 내 수온의 경우는 수온 센서 및 냉각장치

에 의해서 7.0℃로 안정적으로 유지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하지만 용존산소량의 경우는 1, 2차 실험에서 공

통적으로 수송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조내의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용존산소량이 떨어짐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1차 수송 실험결과로부터 용존산소 변화량은 약 

5.2 ppm, 임을 알 수 있었으며,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

은 2차 실험결과로부터 산소발생기 가동횟수가 빈번해

지는 시점인, 5일을 초과한 시점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활하게 활어 수산물을 장거리로 수

송하기 위해서는 기타 수질과 관계되는 데이터를 수송

기간에 충분히 수집 및 분석하여, 수질정화를 할 수 있

는 장치 또는 수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2차 수송실험에서는 용존산소량 제어 알고리즘과 동

일하게 최초 설정범위에 맞게 15.0~18.0 ppm 범위로 

제어되는 한편, 2번 산소발생기는 지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설정한 최소 15.0 ppm에 도달 시에는 1번 산

소발생기가 구동하여, 18.0 ppm에서는 중지하는 동작

제어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수집된 각 장치별 동작신호 분석결과 정상 

동작함을 확일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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