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라 학교 컴퓨터정보공학부 (제1 자)

** 동의 학교 멀티미디어공학과 (교신 자, ywwoo@deu.ac.kr)

수일자 : 2010. 06. 13

심사완료일자 : 2010. 07. 02

퍼지 제어 기법과 열 상을 이용한 에어콘의 효율  제어

김 백* · 우 운**

Efficient Control of an Air Conditioner Using Thermal Image and a Fuzzy Control Method

Kwang-Baek Kim* · Young Woon Woo**

요  약

최근 한정된 자원으로 인한 에 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에 지 약 문제가 요한 과제로 두되었다. 본 논문

에서는 효율 인 에 지 약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열 상과 퍼지 제어 기법을 용하여 에어콘의 풍향

과 풍속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에어콘의 풍향과 풍속을 제어하기 해 획득한 기 열 상

을 색상 분포 상으로 변환하며 각 색상은 24.0℃에서 27.0℃의 분포의 온도 값을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색상 분포 

상을 좌에서 우로 5개의 계층 구간으로 분류하여 온도를 분석한다. 실내 공간의 색상 분포 상을 분석하여 얻어

진 각 계층구간의 온도와 기 의 습도를 퍼지 소속 함수에 용하여 구해진 결과 값을 비퍼지화하고 최종 으로 

풍향 세기를 제어한다. 그리고 열 상을 분석하여 풍향의 우선순 , 풍향의 지속시간을 결정한다. 제안된 방법과 

기존 시스템과의 력량 차이를 시뮬 이션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효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shortage of fossil fuel drives researchers to find a new way to increases energy efficiency. In this paper, we propose a method to 

control the direction and speed of an air conditioner using a thermal image and fuzzy controlling method, which results in the increase of 

energy efficiency. The thermal image is first converted into a color temperature image which represents the temperature range from 24.0℃ to 

27.0℃. The temperature image is divided into 5 columns and the distribution of them is used to analyze room temperature and control an air 

conditioner. The proposed method was applied to 300 by 400 thermal images. When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method was compared 

to existing systems in energy efficiency, the proposed method was better than existing methods, which is clear from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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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세계 10  에 지 소비국  하나이며 에

지 수입 의존도가 95%이상이다. 그리고 연간 15조원 

이상을 에 지 수입 비용으로 지불하고 있다. 에 지 소

비 증가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 국제 유가가 

등하고 에 지 기상황이 지속되어 에 지 약의 필

요성이 두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단

계 으로 모든 건물의 실내 정온도를 정하여 이를 어

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정이다[1]. 따라서 과도한 냉방

으로 인한 에 지 소비가 증하고 있는 상업, 공공용 건

물에 실내 정 온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방법[2]은 스탠드형 에어콘 제어에 합하도

록 온도와 높이를 이용하여 에어콘의 풍향  풍속을 제

어하 다. 그러나 천장형 에어콘의 제어에는 합하지 

않다. 그리고 실내공간의 습도를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는 열 상과 습도를 이용하여 천장형 에

어콘의 풍향과 풍속을 제어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어

에 이용되는 열 상은 실내 공간의 온도를 평면도 형태

로 표 한 상이다.

Ⅱ. 색상 분포 상

2.1 열 상 생성 과정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색상 분포 상의 생성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실내 공간의 온도 분포를 얻기 하여 색

상 분포 상을 생성한다. 색상 분포 상은 가상의 열 

상을 400×300의 색상 분포 상으로 변환한다. 가상

의 열 상은 400×300의 크기이며, 각 공간은 40×30 크

기를 가지며, 각 공간들을 region labeling 방법을 용하

여 체 상을 5개의 계층 구간으로 분류한다. 

그림 1. 색상 분포 상 생성
Fig. 1. Generation of color distribution image

2.2 각 계층 구간의 평균 온도 

퍼지 제어 기법을 용하기 해 각 계층 구간의 평

균 온도와 습도를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평균 온도를 

얻기 해서 평면도의 형태로 생성된 가상의 열 상을 

기 으로 색상 분포 상을 생성한다. 색상 분포 상

의 각 색상은 Red, Magenta, Yellow, Green Sky, Blue의 

RGB 색상으로 구성되며, 각 색상은 고유의 온도 값을 

가진다. 

체 실내 공간의 한 온도를 제어하기 해서 색

상 분포 상을 좌에서 우로 5개의 계층 구간으로 분리

하며, 식 (1)을 용하여 각 계층 구간의 평균 온도를 구

한다. 

 
×

      (1)

식 (1)에서 Ct와 T는 각 계층 구간을 구성하는 색상 

역의 픽셀수와 온도이며, St는 해당 계층 구간의 총 

픽셀수를 의미한다. 식 (1)에서 Ct × T는 계층 구간에 존

재하는 색상 역의 색상 온도 값이며, 계산된 모든 색

상 값의 총합을 계층 구간의 총 픽셀수로 나 어 계층 

구간의 평균 온도를 구한다. 구해진 평균 온도와 기 

의 습도를 퍼지 제어 기법에 용하여 에어콘의 풍속

을 제어한다.

Ⅲ. 퍼지추론 규칙을 이용한 풍속제어

본 논문에서는 퍼지 소속 함수와 퍼지 추론 규칙을 

용하여 에어콘의 풍속을 제어한다.  퍼지 제어 시스

템의 입력은 실내공간의 색상 분포 상을 분석하여 

얻어진 각 계층 구간의 평균 온도와 기 의 습도이

고, 출력은 에어콘의 풍속이다. 퍼지 제어 시스템은 입

력 값에 한 퍼지화, 문가의 지식에 기반을 둔 퍼지 

규칙에 의한 퍼지 추론, 비퍼지화, 출력(풍속)으로 구

성된다[3]. 그림 2는 제안된 퍼지 제어 시스템의 구성

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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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제안된 퍼지 제어 시스템 구성도
Fig. 2. Structure of the proposed fuzzy control system

3.1 온도 소속 함수

온도 소속 함수의 구간은 실내 정 온도를 참조하

여  설계한다. 실내 정 온도는 정부가 권유한 온도

와 여론 조사결과[4]를 바탕으로 24℃ ～ 25℃로 가정

하 다. 온도 소속 함수의 입력값은 색상 분포 상을 

분석하여 얻어진 각 계층 구간의 평균 온도이다. 온도 

값의 소속 함수의 구간은 [Cool, Normal, Hot]로 구성

된다. Cool 구간은 온도가 낮은 구간이고, Normal 구

간은 온도의 간 구간이며, Hot 구간은 온도가 높은 

구간이다. 각 소속 함수 구간에서 cool 구간은 24℃ ～ 

25.5℃, Normal 구간은 24℃ ～ 27℃이며, Hot 구간은 

25.5℃ ～ 27℃로 설정한다. 온도에 한 소속 함수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온도 값에 한 소속 함수
Fig. 3. Membership functions for Temperature

온도에 한 소속도는 식 (2), 식 (3), 식( 4)와 같으며, 

X를 온도의 입력값으로 용한다.

(2) 낮은 온도 구간 = Cool

≧   

 ≧ 




(3) 정 온도 구간 = Normal

≧ ≧   

  




 ≧ 




(4) 온도가 높은 구간 = Hot

≦   

  




 

각 계층 구간의 온도를 입력하면 Cool, Normal, Hot과 

같은 3 구간에 한 소속도를 구한다.

3.2 습도의 소속 함수

실내 공간의 정 습도는 50% 이내를 유지하도록 한

다[5]. 습도의 소속 함수의 구간은 [Low, Normal, High] 

로 구성된다. Low 구간의 범 는 0%에서 50%이고, 

Normal 구간은 25%에서 75%이며, High 구간은 50%에

서 100%로 설정한다. 기 의 습도 값을  소속 함수에 

용하여 습도에 한 소속도를 구한다. 습도에 한 소

속 함수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습도에 한 소속 함수
Fig. 4. Membership function for humidity

습도에 한 소속도는 식(5), 식(6), 식(7)과 같으며 Y

를 습도의 입력 값으로 사용한다. 

(5) Low 구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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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Normal 구간

≦   ≧    

 ≦   




    




(7) High 구간

≦   

  ≦   




  

3.3 풍속에 한 추론 규칙

색상 분포 상에서 계층의 온도와 습도의 소속도를 

표 1과 같은 퍼지 추론 규칙에 용하여 추론한 후에, 무

게 심법[6]을 용하여 비퍼지화 하고 풍속을 제어한

다. 그림 5는 풍속에 한 출력 소속 함수이다.

X

Y
Low Normal High

Cool ML ML MS

Normal ML MS MS

Hot MS MS S

표 1. 퍼지추론 규칙
Table 1. Fuzzy inference rules

 

ML      MS      S

0      5        10      15      20

1

0

ML      MS      S

0      5        10      15      20

1

0

그림 5. 풍속에 한 소속 함수
Fig. 5. Membership functions for wind speed

3.4 풍향의 제어와 력량 측정

풍향의 지속시간은 실내 구간의 평균 온도와 정 온

도의 차이와 습도를 반 한다. 실내 냉방온도를 0.1℃도 

내리기 해서는 1분의 지속시간이 필요하다고 가정한

다. 풍향의 지속시간 계산은 식 (8)과 같다. 식 (8)에서 T

는 풍향의 지속시간을 나타내며, Dt와 Tt는 각각 실내 

정 온도와 평균 온도이다. y는 습도 값이며, 습도 값이 높

아지면 지속시간도 길어진다. 

     × 

×        (8)

풍향은 각 5개의 계층 구간의 우선순 를 계산하여 

제어한다. 풍향의 우선순 는 각 계층 구간의 평균 온도 

순 와 동일하게 설정한다. 각 구간의 평균 온도와 순

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 각 계층 구간의 평균 온도  풍향의 
우선순

Fig. 6. Priority of mean temperature and wind 
direction in each temperature range

소비 력이 P인 에어콘의 력량은 식 (9)와 같이 구

한다.

×       (9)

Ⅳ. 실험  결과 분석

실험 환경은 Intel Pentium-Ⅳ 3GHz CPU와 1GB RAM

이 장착된 IBM 호환 PC상에서 Microsoft Visual Studio 

6.0으로 구 하 고, 풍속  풍향 제어 기법의 성능을 

테스트하기 해 시뮬 이터를 구 하 다. 시뮬 이

터에서 에어콘의 소비 력은 8.3kw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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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상은 가상으로 생성된 300 ×400의 크기를 가

진 열 상과 열 상에서 생성된 색상 분포 상 50장을 

용하 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풍속  풍향 제어 기법

을 시뮬 이터에 용한 결과, 실내 정 온도인 24℃ ～ 

25℃를 유지하 고, 습도를 고려하여 풍속을 제어하

다. 풍향의 지속시간  각 구간의 력량, 온도의 소속

도는 그림 7과 같고  풍속  풍향 제어 화면은 그림 8과 

같다.

그림 7. 풍향의 지속시간  력량
Fig. 7. Duration time of wind and electric power

그림 8. 풍속  풍향 제어 화면
Fig. 8. Screen for control of wind speed and direction

제안된 방법과 기존의 방법[2] 간의 에어콘에서 력

량 차이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기존의 방법은 습도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

에서 풍속을 제어하 으나 제안된 방법은 실내 공간의 

습도까지 고려하여 풍속을 제어하므로 기존의 방법보

다 력량이 게 소비되었다.

기존 기법[2] 제안 기법

첫 번째 계층 구간 

(Section 1)
2.06kw 1.17kw

두 번째 계층 구간 

(Section 2)
2.54kw 1.45kw

세 번째 계층 구간 

(Section 3)
2.16kw 1.23kw

네 번째 계층 구간 

(Section 4)
1.49kw 0.85kw

다섯 번째 계층 구간 

(Section 5)
2.54kw 1.45kw

표 2. 기존 기법과 제안 기법 간의 력량 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proposed method and 

the conventional method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 지 약을 해 실내 정  풍속과 

풍향을 제어하기 해 가상의 열 상을 300×400 크기

의 색상 분포 상으로 생성하고 퍼지 추론 기법에 용

하 다. 색상 분포 상의 각 색상은 고유의 온도 값을 

가지며,  24℃에서 27℃ 사이의 값을 가진다. 에어콘의 

풍속을 제어하기 해서 평면도에서 측정한 거리와 색

상 분포 상으로 얻어진 온도와 실내공간의 습도를 퍼

지 제어 기법에 용하여 풍속을 제어하 다. 그리고 계

층 구간의 평균 온도를 이용하여 풍향과 풍향의 지속 시

간을 제어하 다. 제안된 풍속  풍향 제어 기법은 천장

형 에어콘의 제어에 합하도록 실내 공간의 온도를 평

면도 형태로 표 한 열 상을 이용하 고, 습도를 고려

하여 풍속을 제어하 다.

향후 연구 과제는 사용자가 느끼는 체감 온도를 수치

화하고,  3차원 인 실내 공간을 바탕으로 더 정확하고 

실 인 풍속  풍향을 제어하는 방법에 해 연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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