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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내부의 김서림 감지 및 제거를 위한 최적의 조건

Optimal Conditions for Mist Sensing and Removal in Automo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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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or mist sensing, temperature-humidity sensor is attached on six positions of front glass and rearview 

mirror in automobile. Bottom-left side of front glass is the best position where mist is sensing. For mist removal, air 

conditioner is turned on intensity 1, 3 and is set the temperature at 17[℃], 25[℃]. And heater is turned on intensity 1, 3 

and is set the temperature at 25[℃], 32[℃]. The best condition which mist is removed is temperature at 17[℃] and 

intensity 3 of air conditioner mode. At this condition, total average value of humidity output voltage difference is 

0.561[V]. Also, air conditioner mode is effective than heater mode for mist sensing and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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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산업의 화와 생활수 의 향상으로 자동차는 이제 단

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생활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승객과 운 자의 안 성, 쾌 성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것

은 자동차의 성능향상 못지않게 요한 일이다. 이런 이유

로 자동차의 공조시스템은 차내의 승객과 운 자의 안 성 

 쾌 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설계, 운 되고 있다.

최근 자동차의 안 성과 쾌 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동향   

자동차 내부의 온도, 습도가 정수 이상으로 높아져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서 김서림이 발생할 때 이를 자동차의 주행안

을 하는 요소의 하나로서 간주하고 김서림을 가장 잘 

감지하고 제거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 이다. 

그동안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 발생하는 김서림을 감지하

고 제거하기 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에 의해 진행되고 있

으며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를 이용한 defrost nozzle의 성능개선, 김서림 발

생과 제거에 한 CFD해석, HVAC(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  ditioning)를 이용한 김서림 제거시스템 개발 

 김서림 발생 측을 한 센서개발 등에 치 하고 있다. 

David, Hoeschele  Dage[1]는 자동차 내부 앞유리의 표

면온도가 이슬 온도와 같거나 그 이하일 때 김서림이 발생

하는 경계 에 한 연구와 김서림 제거가 가능한 자동제어

략을 제시하 다. 한 김서림 발생에 여하는 많은 자

동차 내부, 외부요인들을 분석하 고 자동차 앞유리의 표면

온도를 구하기 해 외기온도와 실내온도 사이의 계식을 

정립하 다. 한 Urbank, Kelly  King등[2]은 IDGT  

(Integrated Dew Point and Glass Temperature)센서를 개발

하여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서 김서림을 감지하기 한 이슬

온도와 유리표면온도를 측정하 고, 온도, 습도센서를 자

동차 내부의 여러 군데에 부착하여 최 의 센서부착 치를 

선정하는 등 김서림 감지를 한 연구를 진행하 다. 

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내부의 김서림 감지와 제

거를 하여 자동차 내부에 온도센서와 습도센서를 부착하

고 있는 가운데, 각각의 응용분야에 따라서 요구되는 온도, 

습도범 , 측정오차  설치 치가 다르기 때문에 자동차   

1  당 최소한 각각 2∼3개 정도의 온도, 습도센서를 용하

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서 발생하는 

김서림을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최 의 치와 김서림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하고자, 온도-습도

센서를 자동차 내부 앞유리 6곳과 백미러 뒤(이하 측정지

이라고 함)에 부착한 후 자동차 내부의 습도를 증가시켜 자

동차 내부 앞유리에 김서림을 발생시킨다. 발생한 김서림을 

제거하고자 에어컨과 히터를 각 온도에서 1단과 3단으로 동

작하 을 때 육안으로 김서림이 제거되는 정도를 확인하

고 에어컨과 히터를 동작, 정지시켰을 때 온도-습도센서에

서 발생하는 습도출력 압값과 온도출력 압값을 측정함

으로써, 측정지 에서의 온도와 습도변화에 따른 김서림 감

지  제거 상에 해 규명하 다.

2. 실험 방법

2.1 김서림 감지를 한 동작방법

자동차 내부의 앞유리에 발생하는 김서림을 감지하기 

해서, 사진 1과 같이 온도-습도센서를 앞유리의 6곳( -왼

쪽, -가운데, -오른쪽, 아래-왼쪽, 아래-가운데, 아래-오

른쪽)과 백미러 뒤에 부착한 후, 온도-습도센서에 DC 5[V]

를 인가하여 측정지 에서 감지되는 온도, 습도상태를 감지

하 다. 이때 자동차 내부 앞유리의 습도를 높이기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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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와 같이 3 의 가습기를 동작하여 가습하 으며, 자동

차 내부의 온도, 습도변화를 측정하기 해 사진 3과 같이 1

의 DC power supply(EZ, GP-4303D)와 2 의 multimeter 

(EZ,  DM-441B)를 이용하 고, 이때 온도-습도센서에 감지

되는 온도와 습도의 출력 압값을 측정하 다. 사진 4는 측

정지 의 온도, 습도상태를 측정하기 해서 각각의 치에 

부착한 온도-습도센서를 1 의 DC power supply, 2 의 

multi-  meter에 연결한 배선상태를 나타낸다. 

 

사진 1 온도-습도센서 부착 치

Fig. 1 Adhesion position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사진 2 가습장치

Fig. 2 Humidification apparatus

사진 3 온도-습도센서 출력 압 측정장치

Fig. 3 Output voltage measurement apparatus of temperature- 

humidity sensor

사진 4 온도-습도센서 배선 상태

Fig. 4 Wiring condition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2.2 김서림 제거를 한 동작방법

자동차 내부 앞유리의 김서림을 제거하기 해서 표 1과 

같은 조건에 의해 에어컨과 히터를 동작시킨 후 그때 발생

하는 출력 압값을 측정하 다. 이때 자동차 내부의 공기흡

입 선택스 치는 외기상태, 공기방향 선택스 치는 defrost

( )모드로 하 다. Defrost( )모드는 자동차 내부의 습기

를 제거하는 기능으로써 공기가 앞유리  도어 도우 방

향에서 나오며, defrost기능을 선택하면 외기 유입모드로 자

동 환된다.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서의 김서림을 제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에서 제어가능한 요소와 제어 불가능한 요소가 

있다. 제어가능한 요소로서는 자동차 내부 공기 유동의 체

, 속도, 방향 등이 있고, 제어불가능한 요소로서는 외부 공

기온도, 외부 공기습도가 있다. 본 실험에서는 표 1과 같이 

에어컨과 히터의 세기를 각 온도에서 1단과 3단으로 동작하

여 김서림을 제거하고자 하 다.   

표 1로부터 에어컨이 김서림 제거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

는 지를 알아보고자, 육안으로 보기에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 

김서림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약 2∼4분 후 앞유리가 김서림

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에어컨을 17[℃],   

1단의 세기로 동작시키고(측정시  1), 약 1분 후 김서림이 

완 히 제거되었을 때 에어컨을 정지시켰다(측정시  1').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김서림 발생 시 에어컨을 17[℃], 

3단으로 동작, 정지(측정시  2, 2'), 25[℃], 1단으로 동작, 

정지(측정시  3, 3'), 25[℃], 3단으로 동작, 정지(측정시  

4, 4')하여 김서림을 제거하 다. 

한 히터가 김서림 제거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육안으로 보기에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 발생한 

김서림을 에어컨에 의해 완 히 제거한 다음(측정시  4') 가

습기에 의해서 김서림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약 1∼3분 후 앞

유리가 김서림으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히터를 

25[℃], 1단의 세기로 동작시키고(측정시  5), 약 1분 후에도 

김서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히터를 정지

시켰다(측정시  5').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김서림 발

생 시 히터를 25[℃], 3단으로 동작, 정지(측정시  6, 6'), 32

[℃], 1단으로 동작, 정지(측정시  7, 7'), 32[℃], 3단으로 동

작, 정지(측정시  8, 8')하여 김서림을 제거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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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에어컨, 히터의 동작조건에 따른 김서림 상태

Table 1 Mist conditions according to operating conditions of 

air conditioner, heater

 조건

모드 

측정

시
온도 세기

동작

조건
김서림 상태

에어컨

모드

  1 17℃ 1단 동작 김서림 발생

  1' 17℃ 1단 정지 완  제거

  2 17℃ 3단 동작  김서림 발생

  2' 17℃ 3단 정지 완  제거

  3 25℃ 1단 동작 김서림 발생

  3' 25℃ 1단 정지 완  제거

  4 25℃ 3단 동작 김서림 발생

  4' 25℃ 3단 정지 완  제거

히터

모드

  5 25℃ 1단 동작 김서림 발생

  5' 25℃ 1단 정지 김서림 많이 남음

  6 25℃ 3단 동작 김서림 발생

  6' 25℃ 3단 정지 김서림 조  남음

  7 32℃ 1단 동작 김서림 발생

  7' 32℃ 1단 정지 김서림 많이 남음

  8 32℃ 3단 동작 김서림 발생

  8' 32℃ 3단 정지 김서림 조  남음

3. 결과  고찰

3.1 측정지 의 습도출력 압특성

그림 1∼그림 7은 측정지 에 온도-습도센서를 부착한 

후 자동차 내부를 가습기에 의해 가습시켰을 때, 그때의 각 

치에서의 습도출력 압값과 온도출력 압값을 측정한 

결과이다. 

그림 1로부터 습도출력 압값에 한 측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측정 기(시간=0분) 가습기를 동작시킬 때의 습도출력 

압값은 2.317[V]이고 측정시  1(시간=11분)일 때의 습도

출력 압값은 3.297[V]로서, 측정 기부터 가습기를 동작시

켜 측정시  1이 될 때까지의 압차는 0.98[V]로 큰 증가를 

보 다. 이는 측정 기에는 자동차 내부의 습도가 높지 않

은 상태에서 가습기를 11분(측정시  1)동안 동작시키기 때

문에 측정지 의 습도가 상당히 높아져서 측정 후의 압

차가 크게 상승하 으며 이와 같은 상은 그림 1∼그림 7

에서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측정시  1(시간=11분)로부터 측정시  1'(시간=12분)까

지의 압값을 분석해보면, 측정시  1일 때의 습도출력 

압값은 3.297[V]이고 측정시  1'일 때의 습도출력 압값은  

 3.022[V]로서, 측정시  1로부터 측정시  1'가 될 때까지

의 압차는 0.275[V]의 감소를 보 다. 측정시  1일 때에

는 자동차 내부의 앞유리가 이미 김서림으로 가득찬 상태에

서 김서림을 제거할 목 으로 에어컨을 1분 동안 동작시킨 

후 김서림이 완 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시 인 측정시  

1'에 에어컨을 정지시키기 때문에 측정지 의 습도가 낮아

져서 측정 후의 압값이 하강하 으며 이와 같은 상은 

에어컨을 동작, 정지시키는 측정시  2∼2', 측정시  3∼3', 

측정시  4∼4'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에

어컨을 동작하면 blower 모터를 통하여 생성된 바람이 eva-  

 porator를 통과하면서 evaporator 내부의 냉매가 주 의 열

을 빼앗기 때문에 측정지 의 공기온도가 낮아진다. 즉 공

기 의 수증기가 evaporator를 통과하는 동안 응결되면서 

제거되어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가 측정지 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3]. 이후 와 같은 상은 그림 2∼그림 7에서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측정시  5(시간=30분)로부터 측정시  5'(시간=31분)까

지의 압값을 분석해보면, 측정시  5일 때의 습도출력 

압값은 3.342[V]이고 측정시  5'일 때의 습도출력 압값은 

3.384[V]로서, 측정시  5로부터 측정시  5'가 될 때까지의 

압차는 0.042[V]의 증가를 보 다. 이는 에어컨을 동작시

킨 후에 히터를 동작시킴으로써 evaporator 주변에 다량 존

재하던 응결된 수증기가 히터 코어의 뜨거운 열기에 의해 

다시 증발되면서 자동차 내부로 유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

각된다[4]. 측정시  5일 때에는 자동차 내부의 앞유리가 이

미 김서림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김서림을 제거할 목 으로 

히터를 1분 동안 동작시켜 김서림을 제거하고자 하 으나 

에어컨을 동작시켰을 때와는 다르게 김서림이 완 히 제거

되지 않고 일부분만이 제거된 것을 확인한 시 인 측정시  

5'에 히터를 정지시켰다. 

히터를 동작, 정지시키는 측정시  5∼5', 측정시  6∼6', 

측정시  7∼7', 측정시  8∼8'에서의 습도출력 압값 

차의 값은 에어컨을 동작, 정지시키는 측정시  1∼

1', 측정시  2∼2', 측정시  3∼3', 측정시  4∼4'보다 비

교  작게 나타났으며, 이와 같은 상은 그림 2∼그림 7에

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표 2로부터 김서림

을 제거하는 데는 에어컨을 동작시키는 것이 히터를 동작시

키는 것보다 효과 임을 입증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3.2 측정지 의 온도출력 압특성

그림 1로부터 온도출력 압값에 한 측정결과를 분석해

보면, 측정시  1일 때의 온도출력 압값은 2.709[V]이고 

측정시  1'일 때의 온도출력 압값은 2.720[V]로서 측정시

 1로부터 측정시  1'가 될 때까지의 압차는 0.011[V]의 

증가를 보 다. 여기서 온도출력 압값이 증가하 다는 것

은 온도센서타입이 NTC형이기 때문에 측정시  1'의 온도

가 측정시  1보다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측정시

 1∼1'일 때는 측정을 시작한 지 11분에서 12분 밖에 지

나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가습기에 의해 측정지 의 습도

가 가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습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

서 에어컨을 17[℃], 1단으로 동작시킴에 따라서 측정지 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은 측

정시  2∼2'일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측정시  3'에서의 온도출력 압값은 측정시  3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측정시  3'의 온도가 측정시  

3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측정시  3∼3'일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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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을 시작한 지 21분에서 22분이나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가습기에 의해서 측정지 의 습도가 충분히 높아진 상태에

서 에어컨을 동작시킨다고 하더라도 측정지 의 온도가 낮

아지지 않고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은 측정시  4∼4'일 때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 측정시  5'에서의 온도출력 압값은 측정시  5보

다 낮기 때문에, 측정시  5'의 온도가 측정시  5보다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측정시  5∼5'일 때에는 측정을 시

작한 지 30분에서 31분이나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가습기에 

의해서 측정지 의 습도가 충분히 높아진 상태에서 히터를 

동작시켰기 때문에 측정시  5'일 때가 측정시  5일 때보

다 측정지 의 온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상은 측정시  6∼6', 7∼7' 8∼8'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후 그림 2부터 그림 7까지의 온도출력 압값

을 분석해보면, 그림 1과 반 으로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

고 있다. 

그림 1 온도-습도센서의 부착 치에 따른 출력 압 특성   

(부착 치 : 앞유리 -왼쪽)

Fig. 1 Output voltage propertie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according to adhesion position (adhesion 

position : top-left side of front glass)

그림 2 온도-습도센서의 부착 치에 따른 출력 압 특성    

(부착 치 : 앞유리 -가운데)

Fig. 2 Output voltage propertie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according to adhesion position (adhesion 

position : top-center side of front glass)

그림 3 온도-습도센서의 부착 치에 따른 출력 압 특성 

(부착 치 : 앞유리 -오른쪽)

Fig. 3 Output voltage propertie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according to adhesion position (adhesion 

position : top-right side of front glass)

     

  

그림 4 온도-습도센서의 부착 치에 따른 출력 압 특성 

(부착 치 : 앞유리 아래-왼쪽)

Fig. 4 Output voltage propertie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according to adhesion position (adhesion 

position : bottom-left side of front glass)

그림 5 온도-습도센서의 부착 치에 따른 출력 압 특성 

(부착 치 : 앞유리 아래-가운데)

Fig. 5 Output voltage propertie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according to adhesion position (adhesion position 

: bottom-center side of front 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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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온도-습도센서의 부착 치에 따른 출력 압 특성 

(부착 치 : 앞유리 아래-오른쪽)

Fig. 6 Output voltage propertie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according to adhesion position (adhesion 

position : bottom-right side of front glass)

그림 7 온도-습도센서의 부착 치에 따른 출력 압 특성 

(부착 치 : 백미러 뒤)

Fig. 7 Output voltage properties of temperature-humidity 

sensor according to adhesion position (adhesion 

position : behind rearview mirror)

3.3 습도출력 압값의 압차 총

표 2에는 그림 1∼그림 7까지의 습도출력 압값의 압

차를 요약하 다. 표로부터 자동차 내부 앞유리의 , 아래

부분과 백미러 뒤에 부착한 온도-습도센서  어느 쪽에 부

착한 센서에서 김서림 제거가 더 잘 되는지를 분석하기 

해서  평균, 아래 평균  백미러 뒤를 비교해보면, 아래 

평균이  평균과 백미러 뒤보다 반 으로 큰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김서림 제거가 자동차 내부 앞유리의 아래에 

온도-습도센서를 부착할 때 앞유리의 와 백미러 뒤에 부

착하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로부터 앞유리의 아래-왼쪽인 경우, 가장 큰 압차가 

4개, 두 번째로 큰 압차가 4개로써 김서림 감지가 가장 잘 

되는 치이고, 아래-가운데인 경우, 가장 큰 압차가 3개, 

두 번째로 큰 압차가 2개로써 그 다음으로 김서림 감지가 

잘 되는 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본 실험에서 선택

한 공기방향 선택스 치는 defrost 모드로, defrost 노즐은 

운 석 계기  상단에 있는 자동차 앞유리의 아래-왼쪽에 

치하 기 때문에 아래-왼쪽이 가장 김서림 감지를 잘 하

는 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동차 앞유리에서 김서림 

감지가 잘 되는 치는 앞유리의 ‘아래-왼쪽’이며, 그 다음

으로는 ‘아래-가운데’라고 제안한다. 한 표에서 측정시  

1∼4'는 에어컨을 동작시켰을 때, 측정시  5∼8'는 히터를 

동작시켰을 때, 습도출력 압값의 압차를 표시한 결과로

서, 측정시  1∼4'일 때의 습도출력 압값 압차의 체 

평균이 측정시  5∼8'사이의 체 평균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에어컨 모드인 1∼4'구간이 히터 모드인 5∼

8'보다 김서림 제거가 더욱 잘 되는 것을 나타낸다. 

측정시 에 있어서도 어떤 구간이 가장 김서림 제거가 잘 

되는 가를 습도출력 압값 압차의 체 평균을 통해 분

석해보면, 측정시  2∼2'(에어컨 모드, 17[℃], 3단)일 때가 

0.561[V]로 압차가 가장 크며, 이는 이 구간에서 김서림 

제거가 가장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김서

림 제거가 잘 되는 구간은 측정시  4∼4'(에어컨 모드, 25

[℃], 3단), 측정시  1∼1'(에어컨 모드, 17[℃], 1단), 측정시

 3∼3'(에어컨 모드, 25[℃], 1단)순으로 분석되었다.

표 2 습도출력 압차 총 표

Table 2 Summarization table of humidity output voltage  

difference  (단  : Volt)

측정시 1∼1' 2∼2' 3∼3' 4∼4'

습도출력

압값의 

압차

-왼쪽 0.275 0.368 0.145 0.332

-가운데 0.473 0.557 0.41 0.477

-오른쪽 0.429 0.562 0.407 0.442

 평균 0.392 0.496 0.321 0.417

아래-왼쪽 0.592 0.628 0.672 0.728

아래-가운데 0.691 0.686 0.405 0.46

아래-오른쪽 0.359 0.56 0.408 0.531

아래 평균 0.547 0.625 0.495 0.573

백미러 뒤 0.452 0.566 0.478 0.598

체 평균 0.467 0.561 0.418 0.510

측정시 5∼5' 6∼6' 7∼7' 8∼8'

습도출력

압값의 

압차

-왼쪽 -0.042 0.215 0.05 0.251

-가운데 0.316 0.486 0.228 0.486

-오른쪽 -0.038 -0.008 -0.028 0.103

 평균 0.079 0.231 0.083 0.28

아래-왼쪽 0.169 0.57 0.512 0.652

아래-가운데 0.134 0.511 0.454 0.689

아래-오른쪽 0.011 0.369 0.232 0.407

아래 평균 0.105 0.483 0.399 0.583

백미러 뒤 0.086 0.146 0.066 0.277

체 평균 0.091 0.327 0.216 0.409

참고) 습도출력 압값  가장 큰 압차는 진한 씨로,  

      두 번째로 큰 압차는 진한 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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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온도출력 압값의 압차 총

표 3에는 그림 1∼그림 7까지의 온도출력 압값의 압

차를 요약하 다. 표로부터 온도출력 압값의 압차를 분

석해보면, 측정시  1∼1', 2∼2'에서 체평균이 (-)값인 것

은 온도센서타입이 NTC형이기 때문에 측정지 의 온도가 

에어컨을 동작시켰을 때보다 정지시켰을 때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측정시  1(에어컨을 17[℃], 1단으로 동작)

일 때보다 측정시  1'(에어컨이 17[℃], 1단에서 정지)일 때 

측정지 의 온도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표로부터 체평균을 살펴보면 측정시  1∼2'에서 (-)를 

나타내고 측정시  3∼8'에서는 (+)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측정시  1∼1', 2∼2'에서는 측정 기이기 때문에 아직까

지 자동차 내부의 습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의 설

정온도를 17[℃]로 하여 1분 동안 동작시켰다가 정지시킴으

로써 측정지 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 체 평균이 (-))이다. 

그러나 측정시  3∼3', 4∼4'에서는 에어컨의 설정온도가 

25[℃]로서 측정시  1∼1', 2∼2'의 에어컨 설정온도인 17

[℃]보다 높고 이미 습도가 측정 기보다 높아진 상태에서, 

에어컨을 동작시키고 1분 후 에어컨을 정지시킨다고 하더라

도 이미 높아진 습도 때문에 측정지 의 온도는 조  높아

지는 것( 체 평균이 (+)이고 값이 작음)을 알 수 있다. 

한 측정시  5∼8'에서는 히터 모드이기 때문에 히터를 

동작시키고 난 직후보다 1분 동안 동작시킨 다음 히터를 정

지시킨 직후의 측정지  온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 체 평

균이 (+)이고 값이 큼)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 발생하는 김서림을 

가장 잘 감지할 수 있는 최 의 치를 선정하고자, 온도-

습도센서를 측정지 에 부착한 후 각각의 치에서의 습도

출력 압값과 온도출력 압값을 측정하 다. 한 김서림

을 효과 으로 제거하기 한 최 의 조건을 선정하고자, 에

어컨과 히터를 각 온도에서 동작, 정지시켰을 때 각각의 

치에서 습도출력 압값과 온도출력 압값을 검토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표 3 온도출력 압차 총 표

Table 3 Summarization table of temperature output voltage 

difference (단  : Volt)

측정시 1∼1' 2∼2' 3∼3' 4∼4'

온도출력

압값의 

압차

-왼쪽 -0.011 -0.026 0.003 0.01

-가운데 -0.009 -0.024 -0.007 -0.004

-오른쪽 -0.024 -0.039 0.007 -0.066

 평균 -0.015 -0.030 0.001 -0.02

아래-왼쪽 -0.01 -0.043 0.025 0.049

아래-가운데 -0.016 -0.028 0.016 0.043

아래-오른쪽 -0.018 -0.044 0.004 0.026

아래 평균 -0.015 -0.038 0.015 0.039

백미러 뒤 -0.019 -0.039 0.01 0.023

체 평균 -0.015 -0.035 0.008 0.012

측정시 5∼5' 6∼6' 7∼7' 8∼8'

온도출력

압값의 

압차

-왼쪽 0.008 0.014 0.03 0.045

-가운데 -0.004 0.008 0.021 0.051

-오른쪽 0.022 0.035 0.046 0.072

 평균 0.009 0.019 0.032 0.056

아래-왼쪽 0.035 0.075 0.085 0.157

아래-가운데 0.027 0.038 0.05 0.094

아래-오른쪽 0.015 0.024 0.032 0.057

아래 평균 0.026 0.046 0.056 0.103

백미러 뒤 0.019 0.022 0.055 0.098

체 평균 0.017 0.031 0.046 0.082

1.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 발생하는 김서림을 감지할 수 있

는 최 의 치를 검토해 본 결과, 온도-습도센서를 자동

차 내부 앞유리의 아래-왼쪽에 부착하 을 때 김서림을 

가장 잘 감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본 실험에서 선

택한 공기방향 선택스 치는 defrost 모드로, defrost 노

즐은 운 석 계기  상단에 있는 자동차 앞유리의 아래-

왼쪽에 치하 기 때문에 아래-왼쪽이 가장 김서림 감

지가 잘 되는 치라고 생각한다. 

2. 자동차 내부 앞유리에 발생하는 김서림을 제거할 수 있

는 최 의 방법을 검토해 본 결과, 에어컨 온도를 17[℃], 

에어컨 세기를 3단으로 했을 때 김서림이 가장 잘 제거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표 2로부터 에어컨을 온도 

17[℃], 세기 3단으로 동작하 을 때 습도출력 압값 

압차의 체 평균은 0.561[V]로, 다른 조건에 의해 동작하

을 때보다 압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3. 에어컨과 히터  어느 쪽이 김서림 제거에 효과 인 가

를 검토해 본 결과, 에어컨을 동작하 을 때가 히터를 동

작하 을 때보다 김서림을 효과 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어컨을 동작하면 blower 모터를 통하여 

공기 의 수증기가 evaporator를 통과하면서 evaporator 

내부의 냉매가 주 의 열을 빼앗아 건조하고 차가운 공

기가 유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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