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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use the monitoring information of the 214.5RT ammonia screw refrigeration 

system to show that it is possible to analyze operation patterns based power load usage, predict 

power usage, and save energy. We further propose an algorithm to this end. Accidents occur 

frequently, such as the leaking of ammonia in a recently dilapidated freezer warehouse, and 

management is an important point of focus because most of the power load in freezer 

warehouses is drawn by refrigerators. It is important to save energy and predict accidents by 

using the temperature information of the Meteorological Agency and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of the refrigerator. In particular, the pressure of the refrigerator 

changes rapidly according to seasonal changes, and this information could be used to reduce 

accidents. In addition, as interest in energy saving is increasing worldwide and the reduc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comes into focus, research on energy saving is being conducted in 

various fields. In this paper, a prediction algorithm is implemented by analyzing data from the 

past two years among the monitoring information of a large-scale animal center refrigeration 

system in Incheon area using deep learning, a type of AI algorithm tha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as a prediction technique. Among the deep-learning models, an algorithm is designed 

using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and LSTM (Long Short-Term Memory). The RNN and 

LSTM models have strengths in continuous data pattern analysis. Through this model, data are 

predicted and performance evaluations are conducted by comparing the power load of 

refrigerators that have been actually consumed recently, considering the current limiting 

situation and the direction to move forward.

Keywords: 냉동기 에너지 절감(Refrigerator energy saving), 컴퓨터 프로그램(Computer 
program), 텐서플로(Tensorflow), AI 알고리즘(AI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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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 로터 치형에 따른 정수

D : 숫로터의 직경(m)

L : 로터의 길이(m)

N : 숫로터의 회전수(rpm) 

U : 숫로터의 외주속도(m/sec)

 : 흡입공에서의 가스 밀도 

∆ : 흡입시의 과열도에 의한 밀도의 증가 

 : 실제토출량()(용적단위)

 : 실제토출량 및 이론토출량(중량단위)




: 흡입측에서의 내부 누설

 : 가스 1 kg당 단열일량(Kcal/kg)

P1 : 1호기 토출압력(kg/)

P2 : 2호기 토출압력(kg/)

P3 : 3호기 토출압력(kg/)

P4 : 4호기 토출압력(kg/)

T1 : 1호기 토출온도(℃)

T2 : 2호기 토출온도(℃)

T3 : 3호기 토출온도(℃)

T4 : 4호기 토출온도(℃)

A1 : 1호기 모터전류(A)

A2 : 2호기 모터전류(A)

A3 : 3호기 모터전류(A)

A4 : 4호기 모터전류(A)

As : 1 ~ 4호기 모터전류 합계(A)

 : 냉동효과(Kcal/kg, kJ/kg)

Aw : 압축열량(kcal/kg)

 : 증발기 출구 엔탈피(kcal/kg, kJ/kg)

 : 증발기 입구 엔탈피(kcal/kg, kJ/kg)

 : 압축기 출구 엔탈피(kcal/kg, k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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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축기 입구 엔탈피(kcal/kg, kJ/kg)

 : 압축효율

 : 기계효율

1. 서 론

최근 노후화된 냉동·냉장창고에서 냉동기의 냉매로 사용하는 암모니아가 누출되는 사고가 용인(‘19.8)1), 익

산(‘15.7)2), 창원(‘14.7)3), 경기도 광주(‘12,7)4) 지역에서 발생하여 뉴스에 보도되었다.

Table 1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20년 가스사고 연감의 자료로 고압가스 분야에서 가스별 비율로 

암모니아 가스 사고는 약 26%, 원인별 비율로 사용자 부주의 및 시설미비 제품노후 등이 사고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빈번하게 사고 발생됨에 따라 노후화된 암모니아 냉동기를 운영하는 오퍼레이터의 

관리가 중요한 시점이다. 

Table 1 Accident rate (High pressure gas, Cause) 

Category Materials

Number of occurrences from 

2010 to 2019

(Case)

Composition ratio

(%)

High pressure gas

Ammonia 37 26

Oxygen 17 12

Nitrogen 8 6

Others 78 56

Cause

User carelessness 363 29

Insufficient facilities 249 20

Obsolescence 31 11

Others 505 40

냉동기의 노후화에 따른 안정성을 토대로 전력부하를 절감하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효율 에너지 저장시

스템을 위한 AI 알고리즘 연구5)를 인용하여 냉동기 안전한 운영을 고려한 Impact factor를 검토한 후 그 요인에 

맞는 에너지 절감방법을 고려한 운영으로 실제 전력과 Cost의 절감이 얼마나 되었는지 연구하였다.

연구모델은 Fig. 1과 같이 인천지역의 수산물 냉동 창고에서 운영 중인 암모니아 냉매를 사용하는 214.5RT 

스크류 압축기 MYCOM 1612c 기종(총 5대)을 사용하였고 대규모 수산물 저장용 냉동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대표적인 모델은 MYCOM사의 제품으로 오퍼레이터가 선호하는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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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rew compressor & Pressure gauge

이 냉동설비를 오퍼레이터가 조작·운영하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첫 번째로는 RNN을 이용한 예측, 두 번째

는 LSTM을 이용한 일변량 시계열 예측, 세 번째는 LSTM을 이용한 다변량 시계열 예측 AI알고리즘 개발로 구

동하였으며 Fig. 2와 같이 입력 값으로 시간(2년), 냉동기의 고압측 압력과 온도로 Setting하고 출력으로 냉동기 

전류(A)를 예측 값을 측정하여 정밀도에 따른 impact factor를 산출하였다.

Fig. 2 Refrigeration machine AI Algorithm

Screw compressor unit 5대 중 예시로 Fig. 3은 3번 냉동기의 실시간 압력, 온도, 전류가 모니터링 정보를 나

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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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ample (No.3 Screw compressor monitoring information)

Fig. 3과 같은 방식으로 각 냉동기의 압력, 온도, 전류 정보가 모니터링 운영으로 로그 정보(하루 2시간마다 

측정)가 쌓이게 되는데 Fig. 4와 같은 냉동운영일지의 양식으로 남겨지며 2개년 데이터(‘19. 1월 ~ ‘20. 12월)를 

수집·가공하였다. 

Fig. 4 Refrigeration machine operating log (1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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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데이터를 활용하여 Anaconda Program에서 딥러닝을 통해 AI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모델 중 RNN (Recurrent neural Network), LSTM (Long Short-Term Memory)를 

사용하여 냉동기 모터 전류 예측 알고리즘을 구현하고 구현된 데이터와 실제 데이터, 예측 데이터를 비교하여 

성능평가 후 에너지 절감방안을 도출하여 실제(‘20. 11월부터 ‘21. 3월까지) 에너지 절감을 위한 냉동설비 

Setting을 변경으로 운영한 결과 과거(‘19. 11월부터 ‘20. 3월까지) 데이터와 비교하여 전기사용량(Kw)과 비용

(백만원)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2. 스크류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동설비(Refrigeration facility using screw compressor)

Fig. 5는 수산물 냉동 창고에서 운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각 냉동기를 클릭하여 조작으로 설비의 

Setting변경 및 전자밸브 조작이 가능하다. 그리고 냉동실은 Fan방, Coil방, 동결실, 냉풍건조실 분류되어 운영 

중에 있다. 

Fig. 5 Refrigerator system using Screw compressor

2.1 스크류 압축기의 성능평가6,7)

아래 식은 성적계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냉동능력과 압축일에 해당하는 소요 동력의 비로 냉동기에 대비하면 

응축온도는 가능한 낮을수록, 증발온도는 가능한 높게 할수록 좋은 것으로 판단하기에 냉동기는 성적계수가 클

수록 좋다.



수산물 보관 창고용 냉동 압축기의 전력부하 예측 AI알고리즘 개발 _ 유일준 외

Journal of the Korean Solar Energy Society Vol. 41, No. 3, 2021 173

(1) P-i 선도상 성적계수(COP)

 




압축기에필요한축동력 × 



  

  
 

단위   : 냉동효과(Kcal/kg, kJ/kg), Aw : 압축열량(kcal/kg)

 : 증발기 출구 엔탈피(kcal/kg, kJ/kg),   : 증발기 입구 엔탈피(kcal/kg, kJ/kg),

 : 압축기 출구 엔탈피(kcal/kg, kJ/kg),  : 압축기 입구 엔탈피(kcal/kg, kJ/kg)

(2) 이론 성적계수( )

 




 



 



(3) 실제 성적계수

   ×  × 

단위 :  : 압축효율, : 기계효율

3. 스크류 냉동기 전류 예측 알고리즘(Screw compressor current prediction Algorithm)

3.1 스크류 냉동기 전류 예측 알고리즘5,8,9)

Fig. 2과 같이 냉동시스템 전류 예측 알고리즘의 목표는 입력 값으로 시간(2년), 냉동기의 고압측 압력과 온도

로 Setting하고 출력으로 냉동기 전류(A)를 예측 값을 측정하여 정밀도에 따른 impact factor를 산출하는 것이

기 때문에 예측 알고리즘을 설계하여 냉동기 통합 전류를 예측하는 모델 구성하고 기존 오퍼레이터의 운영 패

턴이 현재까지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AI의 현재 패턴 학습을 통한 냉동시스템 예측 알고리즘을 개

발하였다.

Table 2는 ‘19년 ~ ‘20년(2년)분의 냉동설비 운영일지의 데이터를 취합한 후 총 5대의 냉동기 중 5호기는 예

비(비상용)으로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생략하고 1호기에서 4호의 데이터인 P1 (1호기 토출압력), 

T1 (1호기 토출 온도), A1 (1호기 전류), P2 (2호기 토출 압력), T2 (2호기 토출 온도), A2 (2호기 전류), P3 (3호

기 토출 압력), T3 (3호기 토출 온도), A3 (3호기 전류), P4 (4호기 토출 압력), T4 (4호기 토출 온도), A4 (4호기 

전류), As (1 ~ 4호기 전류 합계)로 배열하여 Anaconda Program을 이용하여 데이터 테이블로 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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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ata head(Anaconda Program)

Date Time P1 T1 A1 P2 T2 A2 P3 T3 A3 P4 T4 A4 As Ps

0 2019-01-01 0:00 4.6 10.6 35.8 5.2 12.0 32.7 5.3 11.7 34.9 5.2 13.3 21.1 124.5 74

1 2019-01-01 2:00 4.6 10.1 35.2 5.3 11.3 33.5 5.4 11.4 36.0 5.3 12.9 21.0 125.7 74

2 2019-01-01 4:00 4.7 10.8 34.8 5.6 9.8 33.7 5.6 13.4 36.1 10.3 58.4 128.6 233.2 138

3 2019-01-01 6:00 4.8 12.4 34.8 6.0 11.5 33.4 5.9 17.2 36.1 9.8 57.5 122.0 226.3 134

4 2019-01-01 8:00 4.9 16.3 34.5 9.9 34.5 140.7 5.9 19.2 36.1 9.9 46.5 75.6 286.9 170

Fig. 6은 As (1 ~ 4호기 냉동기 전류 합계)를 Data time에 따라 Anaconda Jupyter notebook으로 출력한 사

진이다. 데이터 상에 ‘19. 1월부터 ‘21. 10월까지 냉동기 합산 사용 전류는 최저 0 A, 최고 572 A로 운영되고 있

다. 여기서 Date Time을 행의 데이터가 총 8,400개인데 이를 4,000개를 1 Set로 하여 프로그램이 데이터를 학습

하고 나머지 행은 미래 실제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Fig. 6 Total motor current for refrigerators No. 1 to No. 4 (Anaconda Program)

3.2 RNN을 통한 일변량 시계열 예측8,9)

Date time과 As (1 ~ 4호기 냉동기 전류 합계)의 데이터를 토대로 시간에 따른 일변량 시계열 예측 데이터로 

가로축은 1 Set (4,000개의 행)를 Buffer size를 60개로 설정하여 –60부터 0으로 표시하였으며, 세로측은 원 데

이터에서 평균을 뺀 값을 표준편차로 나누어 데이터를 표준화 시킨다. 도출된 Fig. 7이 RNN을 통한 일변량 시

계열 예측으로 History는 과거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True Future는 실제 미래의 데이터, Model Prediction 프

로그램이 예측한 값이다. 그림과 같이 True Future은 1.1이며 Model Prediction은 –0.2로 약 1.3의 오차를 보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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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Univariate Time Series Prediction Using RNN

부록과 같이 LSTM code source를 사용하여 오차를 줄이기 위해 Buffer size를 60개로 설정하고 실제 데이터

와 대비하여 종료되면 역전파를 통한 가중치를 증가시킨다. LSTM을 이용한 예측은 1차 및 2차 모멘트의 적용 

추정을 기반으로 하는 확률적 경사 하강방법을 사용하여 실제 지점과 직선의 거리를 통해 오차를 파악한다.

3.3 LSTM을 통한 일변량 시계열 예측8,9)

Fig. 8은 LSTM을 통한 일변량 시계열 예측으로 세 개의 사진은 Random한 60개의 전류에 평균전류를 뺀 값

을 표준편차로 나누워 표준화한 데이터로 A Type, B Type, C Type Sampling 데이터를 기준 사진으로 도출된 

것이며, History는 과거 데이터, Ture Future는 실제 미래 데이터, Model Prediction는 미래 데이터를 표시하여 

시간에 따른 냉동기 모터 전류 합계 예측모델로 A Type 기준 True Future는 -0.6이며 Model Prediction은 –0.5

로 약 0.1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B Type 기준 True Future는 -0.7이며 Model Prediction은 –0.8로 약 0.1의 오

차가 생겼으며, C Type 기준 True Future는 -2.8이며 Model Prediction은 –2.4로 약 0.4의 오차를 보였다.

Fig. 8 Univariate Time Series Prediction Using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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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LSTM을 통한 다변량 시계열 예측8,9)

Fig. 9는 다변량 시계열 데이터 예측으로 냉동기의 토출 압력과 토출 온도 데이터 중 P1 (1호기), T1 (1호기), 

P2 (2호기), T2 (2호기), P3 (3호기), T3 (3호기), P4 (4호기), T4 (4호기) 데이터를 이용한 8개의 특성으로 차트

는 시간에 따른 값을 각각 그림으로 나타냈다.

Fig. 9 Multivariate Time Series Prediction Chart

Fig. 10의 세 개의 그림은 Single Step model로 한 번의 단계 설정에서 모델의 주어진 과거의 자료로부터 하나

의 포인트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mutivariate_data함수는 univariate 함수와 비슷하게 동작하지만 step에 맞게 

데이터를 샘플링하는 함수이다. 최근 5일(12개 * 5일 = 60개)의 데이터 12시간 뒤에 전류를 예측하므로 6 (12

시간 / 2시간)을 입력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 A Type의 True Future은 1.6이며 Model Prediction은 0.6로 

1.0의 오차를 보였으며, B Type의 True Future은 1.1이며 Model Prediction은 –0.1로 1.2의 오차를 보였다. C 

Type의 True Future은 –1.9이며 Model Prediction은 –1.4로 0.5의 오차를 보였다. 냉동기 모터전류 예측모

델로 확인 결과 다변량 시계열 예측이 일변량 시계열 예측보다 큰 오차율을 보였다.

Fig. 10 Multivariate Time Series Prediction Using L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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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냉동시스템 에너지 절감을 위한 Setting변경 및 전기사용량 비교

예측결과에 따라 계절적 변화인 시간에 따라 전력부하가 예측이 안정적이므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요소를 제

외하더라도 현재 패턴을 유지하는데 무리가 없으므로 전력부하 절감 목표를 부하율을 절감하는 패턴으로 ‘20. 

11월부터 변경하여 냉동기 무부하 운전 지연시간을 기존 5분에서 3분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Setting을 변경하여 

무부하 운전시간을 2분줄이고 냉동실의 온도범위 Setting을 Fig. 11과 같이 편차를 늘려 기존 냉동실 기준가동

온도 –21℃, 정지온도설정 –23℃, 동결실 기준 가동온도 –35℃, 정지온도설정 –40℃에서 변경 Setting 냉동

실 기준가동온도 –21℃, 정지온도 –25℃, 동결실 기준 가동온도 –35℃, 정지온도설정 –45℃로 온도범위를 

늘려 잦은 기동, 정지를 방지하므로 부하율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Fig. 11 Refrigeration warehouse setting value (Sample)

그 결과 Fig. 12과 같이 ‘20. 11월부터 12월까지 최저 0 A도달 유지시간이 길어졌으며, 최고 493 A로 운영되

었다. Fig. 6의 최고 572 A 대비 79 A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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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otal motor current for refrigerators No. 1 to No. 4 (Anaconda Program)

‘19. 11월 ~ ‘19. 2월 대비 ‘20. 11월 ~ ‘21. 2월 전기사용량 및 전기료 비교로 Table 3을 구성하였다. 전년 대

비 4개월간 전기사용량(kwh) 58,271 (kwh)가 절감되었고 총 10백만원의 전기료가 절감되었다.

Table 3 Electricity consumption comparison

Category
2020 2021

SUM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Electricity consumption (kwh) 147,613 147,594 132,520 121,810 549,537

Amount(million won) 19 19 16 15 69

Category
2019 2020

SUM
November December January February

Electricity consumption (kwh) 179,762 144,949 145,024 138,073 607,808

Amount(million won) 23 19 19 18 79

4. 결 론

냉동시스템 모니터링 정보를 이용한 냉동기 전력 부하예측 알고리즘의 설계·구동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자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표준 데이터는 인천지역 냉동창고의 모니터링 정보가 담긴 냉동설비 운영일지 데이터 ‘19. 1월 ~ ‘20. 10

월의 데이터를 프로그램 패턴에 맞게 가공하여 적용하였다.

(2) 최근 AI Program에 자주 사용하는 Anaconda Program과 Tensorflow Code를 사용하였다.

(3) 다변량 시계열 예측(Fig. 10) 오차는 1.0, 1.2, 0.5의 결과가 도출되었으며, 일변량에 따른 시계열 예측

(Fig. 8)에서 0.1, 0.1, 0.4의 오차로 예측 확률이 높았다.

(4) AI알고리즘을 접목할 때 다양한 변수를 넣어 정확도를 높이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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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터 운영패턴을 분석한 결과 시간에 따른 일변량 시계열 예측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5) AI알고리즘을 통해 오퍼레이터의 운영패턴을 분석하고 전력사용량을 예측하여 동일 패턴의 운전을 고수

할 것이 아니라 운전방식을 변경하여 냉동기 모터의 무부하 운전률을 줄이고 냉동실의 셋팅치 변경으로 

빈번한 on/off를 줄이므로 냉동기 운영 안전사고에 대비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패턴을 구성하였다.

(6) 본 논문을 통한 예측프로그램을 통해 현재 예상패턴을 분석해 볼 수 있으며, 모든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모든 변수를 사용하여 운영패턴 예측할 수 있지만, 오차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운영 및 설

비조건에 따른 impact factor를 최적 설정하여 예측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7) 본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범위를 넓혀 각종 모니터링 시스템에 접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력수요관

리 및 에너지 절감부분의 보조 자료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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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Main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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