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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열전소자를 이용한 온도 환경 시험기에 적용할 수 있는  퍼지제어기를 개발하였다. 온도환경 시험

기에 퍼지제어기를 구현하기 위해 마이컴기반의 온도제어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안정적인 온도 유지 및 온도 변화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퍼지제어기를 내장한 온도환경 시험기를 개발하였다. 제안한 방법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비례-적분-미분 제어기와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제안한 퍼지제어기가 기존

의 비례-적분-미분 제어기보다 상승시간, 오버슈트 면에서 좋은 제어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paper, a fuzzy controller using thermoelectric for temperature environmental tester is developed. The new 
structure of fuzzy controller based temperature environmental tester is proposed and implemented to maintain a stable 
temperature and improve temperature change speed. In order to evaluate the efficiency, an experiment is setup to 
compare PID controller with our proposed controller. The experimental results, we proved that our proposed fuzzy 
controller has better performance than PID controller.

키워드 : 열전소자, 퍼지제어기, 온도 환경시험기, PID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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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에 ICT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스마

트 기기가 개발되고 있다. 이러한 스마트 기기는 다양

한 부품을 이용하여 제작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인 발

진기의 역할이 갈수록 증가되어 지고 있다[1-4]. 이에 

발진기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확한 정보

의 송수신 및 분석을 위해 고정밀도의 사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발진기의 구현과 

신속한 생산을 위해서는 보다 정밀한 온도제어기가 내

장된 온도환경 시험기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온도환경

시험기의 온도제어기로 지능제어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 관련업체에서는 우수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

여 이 분야에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5].
다양한 환경에서 동작되는 전자부품의 신뢰성을 검

증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온도환경 시험기는 날로 증가

하고, 환경 문제에 따라 프레온 가스를 사용하지 않고, 
저소음의 온도환경 시험기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리고 

압축기 히터 제어 방식의 온도제어기는 정밀한 온도제

어를 이를 수 없고, 별도의 정밀 온도제어기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열전소자를 이용한 온도환

경 시험기에 적합한 퍼지제어기를 개발하였다. 개발한 

퍼지제어기의 유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온도환경 시험

기를 제작하였고, 기존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PID 
(Proportional-Integral-Derivative) 제어기와 성능을 비

교 분석하였다.

Ⅱ. 온도환경시험기의 설계

2.1. 온도환경시험기의 구성

열전소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며 온도 분극이 생긴

다. 또한 극성을 바꾸게 되면 온도 분극도 따라서 변화

하게 된다. 이로써 냉각과 가열을 시킬 수 있게 된다.
그림 1은 온도환경 시험기의 구조를 나타내었다. 그

림 1과 같이, 열전소자를 알루미늄 함체 외벽에 부착하

고 그 외벽은 폐열을 배출할 수 있는 냉각수 함체로 들

러싼 후 보온제로 마무리하였고, 내부에는 공기 순환용 

팬을 장착한다. 그림 2는 온도환경시험기의 하드웨어 

구성을 나타내었다. 그림 2와 같이, 전기적인 장치로는 

가변형 직류전원장치를 구성하고 극성을 전환할 수 있

는 MOS FET Bridge회로를 구성하여 열전 소자에 공급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림 1. 온도환경시험기의 구조

Fig. 1 Structure of temperature environment tester

그림 2. 온도환경시험기의 하드웨어 구성

Fig. 2 The configuration of hardware for temperature 
environment tester 

2.2. 온도환경 시험기의 전달함수 개발 

온도환경 시험기에 대한 전달함수를 구하기 위해 

그림 3과 같이, 온도환경 시험기에 대한 제어계통도를 

구성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것처럼, 설정 온도 

는  설정 값에 의하여 제어가 시작되므로   

(설정온도)가 된다. 온도 대 전압 변환 함수   설정 

값과 온도 센서에서 획득한 값에 대하여 제어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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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온도환경시험기의 블록선도

Fig. 3 The block diagram of temperature environment tester

발생할 전압 함수이다. 위의 과정은  1초미만의 짧은 시

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함수로 본다.

평상조건에서 열전 소자 전달 함수 의 열전 소

자의 흡열 효율은 약 70%이며 발열 성능을 자체 발열을 

포함하여 130%정도 된다.

 


                 (1)

여기서,   : 열전 소자의 흡발열량

              : 열전 소자에 공급되는 전압

               : 열전 소자의 흡발열 저항

 
                       (2)

여기서,  : 발열측 열량

                     (3)

여기서,  : 흡열측 열량

제어계통에 가해지는 열량은 저장열과 손실열을 합

한 것과 같다.

                              (4)

여기서,   : 공급되는 열

              : 세라믹 열판에 저장된 열량

              : 단열재에 의해서 손실되는 열량

세라믹 열판에 저장된 열량은 식 (5)와 같이 쓸 수 

있다.

  


                            (5)

여기서,   : 세라믹 열판의 비열

 : 세라믹 열판의 현재 온도

단열재에 의해서 손실되는 열량은 식 (6)과 같이 쓸 

수 있다.

 

  
                         (6)

여기서,   : 단열재 열저항

  : 외부 온도

   식 (4)의 계통에 가해지는 열량은 식 (7)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7)

초기상태에서는 외부온도와 열전소자의 온도가 같

으므로 식 (7)은 식 (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8)

식 (8)에 Laplace 변환을 적용하면 식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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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식 (9)에서 전달 함수를 구하면 식 (10)과 같다.



 

  




                    (10)

전압에 따른 전달 함수는 식 (11)과 식 (12)와 같이 쓸 

수 있다.



 

  




                    (11)



 


  


 
                 (12)

방열 구조식을 해보면, 열전도 열전달 함수는 열전 

소자의 전달과 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



 


  


 

 




    (13)

여기서,  : 세라믹 소자의 비열

 : 알루미늄의 비열

내부 열전달 함수는 식 (14)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4)

여기서,  : 공기의 비열

온도 센서는 현재 온도를 표시만 하는 것으로 이득이 

1인 실시간 소자로 본다. 도출된 전달함수를 모두 결합

하여 하나의 전달 함수로 보고 이를 간략 도식으로 표

현하면 그림 4와 같이 구성할 수 있다. 그림 4에서 R(S)
는 설정온도이고, T(S)는 감지된 온도이다.

위에서 정의한 전달함수는 PID제어에서는 제어 계

수를 산출하는데 사용하였고, 퍼지제어기에서는 퍼지 

소속함수를 구성하는데 사용하였다. 전달함수에 일정 

값을 대입하여 퍼지 소속함수의 구성요소를 정한다. 즉 

단위 시간에 공급되는 전압에 따를 전달 계수를 통하여 

입력량 및 출력량을 예측하여야 한다.
전달함수 없이 퍼지 소속함수를 구성할 경우 많은 시

행착오를 거쳐야 퍼지 소속함수를 구성할 수 있다. 하
지만 완벽한 전달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시행착오

를 겪지 않을 수 없다. 전달함수에 단위 시간의 입력을 

인가하였을 경우, 단위 시간의 변화량을 바탕으로 낮을 

경우 높을 경우 유지할 경우의 입력 상태 변화를 결정

한다.

그림 4. 간략화된 온도환경시험기의 블록선도

Fig. 4 The block diagram of temperature environment 
tester

Ⅲ. 퍼지제어기 설계

3.1. 퍼지 소속함수 구성

실시간으로 온도환경 시험기를 제어해야 하기 때문

에 퍼지제어기의 소속함수는 그림 5 ~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등변 삼각형을 사

용하였다. 
퍼지제어기를 설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

로 퍼지집합을 구성하였다. 그림 5와 같은 온도오차(△
t=t-t0, 여기서, t는 감지된 온도, t0는 설정온도)에 대해

서 퍼지 소속함수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퍼지명

제를 제시하였다.
∙△t가 -5 보다 작으면 온도가 매우 낮다.
∙△t가 -10 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온도가 낮다.
∙△t가 -5 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온도가 알맞다.
∙△t가 0 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온도가 높다.
∙△t가 5 보다 크면 온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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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과 같은 온도오차의 변화분(△s=△t/△T, 여기

서, △t는 온도편차, △T는 시간편차)에 대해서 퍼지 소

속함수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퍼지명제를 제시

하였다.

그림 5. 온도오차에 대한 퍼지 소속함수

Fig. 5 The fuzzy membership function for temperature 
error

∙△s가 -2 보다 작으면 온도가 하강으로 빠르게 변

화한다.
∙△s가 -5 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하강으로 느리게 

변화한다.
∙△s가 -2 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변화속도가 알맞

다.
∙△s가 0 보다 크고 4보다 작으면 상승으로 느리게 

변화한다.
∙△s가 1 보다 크면 상승으로 빠르게 변화한다.

그림 6. 온도오차의 변화분에 대한 퍼지 소속함수

Fig. 6 The fuzzy membership function for temperature 
error rate 

등간격이 되지 않는 이유는 2장에서 전개된 전달함

수에서 상승온도 속도가 빠름을 확인하였다. 이에 대응

하고자 간격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출력부에 대한 

퍼지 소속함수를 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퍼지명

제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F는 Fuzzy 산출량이다.

∙F가 -50 보다 작으면 빠른 속도로 냉각시켜라

∙F가 -80 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냉각시켜라

∙F가 -50 보다 크고 50보다 작으면 유지하라

∙F가 0보다 크고 80보다 작으면 가열하라

∙F가 50보다 크면 빠른 속도로 가열하라

그림 7. 출력부에 대한 퍼지 소속함수 

Fig. 7 The fuzzy membership function for output signal

3.2. 퍼지규칙 설계

표 1은 3.1절의 입․출력 퍼지 소속함수에 대한 퍼지

규칙을 나타내었다. 온도오차와 온도오차의 변화분에 

대하여 각각의 퍼지규칙을 정의하였다. 이는 전달함수

에 의하여 얻어진 온도제어 정도를 이용하여 유추되어

졌고, 실험을 통하여 교정하였다. 추론방법으로는 Min- 
Max법을 이용하였고, 비퍼지화 방법으로 무게 중심법

을 이용하기 위한 제어신호를 생성하였다. 

표 1. 퍼지 규칙

Table. 1 Fuzzy rule 

NN NZ ZZ PZ PP

SNN CPP CPP CPP CPZ CZZ

SNZ CPP CPZ CPZ CZZ CNZ

SZZ CPP CPZ CZZ CNZ CNN

SPZ CPZ CZZ CNZ CNZ CNN

SPP CZZ CNZ CNN CNN CNN

Ⅳ. 사례 연구

그림 8은 본 논문에서 실제 제작된 온도환경 시험기

에 대한 실제 실험장치를 나타내었다. 그림 8에서 보는 

것처럼, 온도 변화의 결과 값은 MCU에 전달되어 화면

에 표시되고 PC로 전송되어진다. 자동화 장비를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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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4 6 8 10 12 14 16 18 20
Time[hour]

그림 11. 온도변화에 따른 퍼지제어기 성능

Fig. 11 The performance of fuzzy controller with temperature change

기 위하여 PC에서 RS-232C 115200bps로 제어하여 2개
의 가변 전원장치의 전압 전류를 설정하고 전압 전류를 

읽어드린다. 또한 퍼지 온도제어를 통해 -40~85℃ 사이

의 온도를 설정 제어한다. 그리고 1개의 고정 전압을 

On/Off 제어를 하며, 50개의 MUX를 제어한다. 

 

(a) 전체시스템            (b) 제어보드

그림 8. 실제 제작된 온도환경시험기

Fig. 8 Temperature environment tester

PID 제어기의 이득(Kp, Ki, Kd)은 전달함수를 이용하

여 1차적으로 설계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PID 제어기의  

이득을 시행착오법으로 최적화하였다. 그림 9와 같이 온

도변화속도가 상승 3℃/min 정도이고 하강 -2℃/min의 

속도로 변화한다. 그림 9에서 보는 것처럼, PID제어는 

온도 도달 후에도 Overshoot를 없앨 수 없으며, 이에 따

라 안정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0 6 12 18 24
Time[hour]

그림 9. PID 제어기의 온도 측정 결과

Fig. 9 The results of temperature measurement for PID 
controller

   0 6 12 18 24
Time[hour]

그림 10. 퍼지제어기의 온도 측정 결과

Fig. 10 The results of temperature measurement for fuzzy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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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은 본 논문에서 제안한 퍼지제어기를 이용

한 경우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0에서 

보는 것처럼, 제안한 퍼지제어기는 상승 4℃/min. 하강 

-4℃/min로 온도변화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변화하며, 
Overshoot 및 Undershoot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 안정적

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결과,  퍼지제어가 온도의 변화 속도 및 안정화 

시점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온도 유지에서는 

PID 제어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제안한 퍼지에기에 대한 강인성을 평가하

기 위하여 다른 형태의 온도변화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

었다. 그림 11에서 보는 것처럼, 다른 형태의 온도변화

에 대해서도 Overshoot 및 Undershoot가 없이 정상상태

에 도달함을 알 수 있다.

Ⅴ.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열전소자를 이용한 온도환경 시험기

를 위한 퍼지제어기를 개발하였고, 온도환경 시험기를 

제작하여 제안한 방법에 대한 우수성을 검증하였다.   
실험결과, 퍼지제어기가 온도의 변화 속도 및 안정화 

시점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온도 유지에서는 

PID 제어가 우수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퍼지제어기가 설계가 용이하고 파라메

터의 설정을 도식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조

정이 용이하다. PID 제어의 장점과 퍼지제어의 장점을 

잘 조합하여 개선된 FPID(Fuzzy PID Controller) 제어

를 한다면 우수한 성능의 제어계를 도출 할 수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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