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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체의 흐름을 측정하는 여러 방법 중 열선 풍속 센서는 유체의 열전달에 의해 속도나 온도를 측정하는 장치로 비

정상 속도 및 난류 속도 성분을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열선 풍속 센서는 외부의 환경 요인에 민감하며, 주변 

온도, 습도, 신호 잡음 등에 의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온도 보상 회로를 

추가하는 기술이 나오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온도 보상

이 필요 없는 풍속 감지 센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열선식 풍속 센서는 외부 환경 요인 중에서도 주변 온도에 

매우 취약하다. 주변 온도로는 전자 회로에 의한 발열의 영향이 가장 크게 미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는 방법으로 발

열체에 보조 발열체를 추가로 장착하여 보조발열체와 발열체의 일정한 온도차를 제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기존 

기술에 비해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등한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mong the many ways to measure the flow of fluid the hot air wind speed sensor is a device for measuring the speed 
or temperature by heat transfer of a fluid. However, the hot wire wind speed sensor is sensitive to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has a disadvantage of inaccuracy due to ambient temperature, humidity, and signal noise. In order to 
compensate for this disadvantage, advanced technology has been introduced by adding temperature compensation circuits, 
but it is expensiv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paper studies the wind speed sensor that does not need 
temperature compensation. Heated wind speed sensors are very vulnerable to the ambient temperature, which is generated 
by electronic circuits, even among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in order to improve this, the auxiliary heating element 
is additionally installed in the heating element to control a constant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the auxiliary heating 
element and the heating element. 

키워드 : 발열체, 보상, 열선식, 풍속센서

Keywords : auxiliary heating element, compensation, hot wire, wind speed sensor

Received 24 August 2019, Revised 24 August 2019, Accepted 30 August 2019
* Corresponding Author Hoekyung Jung(E-mail:hkjung@pcu.ac.kr, Tel:+82-42-520-5640)
Professor, Department of Computer Engineering, Paichai University, Daejeon 35345, Korea 

Open Access  http://doi.org/10.6109/jkiice.2019.23.10.1188 print ISSN: 2234-4772 online ISSN: 2288-4165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주변 온도보상이 필요 없는 열선식 풍속 센서 시스템

1189

Ⅰ. 서  론

현재 사용되는 풍속 센서는 피토관(Pitot tube)[1], 레
이저 도플러(Laser doppler) 풍속계[2,3], 열선 또는 열막

을 사용한 유량계 등이 있다. 이러한 유량계들의 풍속 

측정방법에는 각각의 다른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측정

한다. 피토관은 기압의 차이를 피토관으로 측정하여 풍

속을 알아내고, 레이저 도플러 유량계는 레이저 광의 도

플러 효과를 사용한 풍속계이며, 열선이나 열막은 상기 

공기통로를 유동하는 공기에 의해 냉각되는 발열체의 

온도저하에 의해 풍속이 측정되는 풍속계이다. 또한 최

근에는 공기매질을 통해 전달되는 초음파의 특성을 이

용하여 바람의 속도와 방향을 측정하는 초음파형 풍속

계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4].
이러한 센서들 중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열선 풍속 센서이다. 열선식 풍속 센서는 응답성

이 좋고, 검출 소자가 작으며, 또한 전기변환, 신호 처리

가 용이하여 공조 관리, 방재 관련기기 개발, 기상측정, 
공해 방지 등 많은 분야에서 활용되어 왔다[5-7]. 그러나 

기존 방식은 복잡하고 가격이 고가이다[8]. 
이에 본 논문세서 제안하는 센서는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열선식 풍속센서로 주로 실험실 장비에 사용하기 

적절하도록 고안한 저풍속 열선식 풍속센서이다. 열선 

풍속센서의 기본원리는 다음과 같다. 풍속에 따라 열전

달량이 증가하면 열선의 온도가 변화하는데 속도가 증

가하여 열선의 열손실에 의해 온도가 감소하면 열선의 

저항이 감소하고 속도가 감소하면 열선의 저항이 증가

하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저항의 변화는 극

히 미세한 값인데 열선 풍속 센서는 이 미세한 저항 변

화를 브리지 회로를 이용하여 측정 가능한 전압으로 증

폭하여 해결하는 방법이다. 

Ⅱ. 관련연구

본 장에서는 센서의 원리 및 온도 보상용 풍속 센서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풍속 센

서의 요구사항 분석 내용을 기술한다. 

2.1. 저풍속 열선 풍속 센서의 원리

저풍속 열선 풍속 센서의 원리는 그림 1과 같다. Rh 

발열체의 온도가 주변온도보다 일정하게(=dT) 유지되

도록 회로를 구성한다. 풍속이 0 m/sec 일 때는 센서 구

동부 출력은 일정하다. 풍속이 0 m/sec 아닐 때는 Rh를 

지나가는 유체가 Rh의 열을 뺏어가므로 Rh의 저항치가 

낮아진다[4]. 그러면 센서 구동부의 출력 전압이 높아져

서 Rh의 발열이 증가하고 그 결과로 Rh의 저항치가 증

가하여 브리지는 평형을 이룬다. 임의의 풍속에서의 구

동전압을 V(f), 0 m/sec에서의 구동전압을 V(0)라고 했

을 때 두 전압의차, Vd = V(f) - V(0), Vd의 증감을 풍속

으로 환산한다. Ra >> Rh 의 조건이므로 V(f)의 증가에 

의한 자체 히팅(heating)에 의한 Ra의 증가는 미세하고 

또한 교정 시에 자동 삭제된다[9,10].

Fig. 1 Low speed hot wire wind speed sensor principle

위 그림에서 Rh는 발열체를, Ra는 저항식 주변온도 

센서, Rhb는 발열체 브리지 저항, Rab는 주변온도 센서 

브리지 저항을 의미한다. 

2.2. 온도 보상용 풍속 감지 센서

온도 보상용 풍속 감지 센서 흐름도는 그림 2와 같다. 
이는 공급되는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측정부와 

발열체의 공급열량을 산출하는 열량 공급부, 열량 공급 

시 발열체의 냉각시간으로 풍속을 측정하는 센서값 산

출부, 온도별 풍속값이 저장되는 데이터 저장부로 구성

되어 있으며 온도 측정부에서는 15회 이상을 측정 한 후 

평균값을 산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에서 온도 보상을 통한 정확한 출력값을 출력되도록 한

다. 설치환경에 따른 온·습도 및 기타 영향을 최소화하

기 위해서 반드시 0점 보정을 실시해서 정확한 값을 얻

을 수 있도록 한다. 

2.3.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풍속 감지 센서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풍속 감지 센서 흐름도는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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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같다. 이는 공급되는 유체의 온도를 측정하는 온도

측정부와 발열체의 공급열량을 산출하는 열량 공급부, 
발열체의 열량을 제어하기 위한 보조 발열체부, 공급 시 

발열체의 냉각시간으로 풍속을 측정하는 센서값 산출

부, 입출력 신호를 출력하는 출력부로 구성된다. 설치환

경에 따른 온·습도 및 기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0점 보정을 실시해서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Fig. 2 Wind speed sensor flowchart (temperature 
compensation)

Fig. 3 Wind speed sensor flowchart(no temperature 
compensation)

2.4. 풍속센서 모듈에 대한 요구사항

기존 풍속 감지 센서는 주변의 환경 요인에 민감하고 

정확도가 떨어져 신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된 기술로 온도 보상 회로를 추가한 온도 보

상용 풍속 감지 센서이다. 정확도는 크게 향상되었지만 

고가의 비용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없는 상황

이며, 이 조차도 국내 기술은 아직 전무한 상태이다. 이
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변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풍속 감지 센서를 고안하여 제안한다. 
열선식 풍속 센서가 주변 온도의 영향을 받는 원인은 

그림 4의 풍속 센서와 같이 발열체를 지나는 바람만이 

발열체의 열을 방열시키는 경로가 된다. 그러나 발열체

가 PCB에 조립되어 있는 관계로 발열체의 열이 PCB로

도 방열되므로 식 1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ig. 4 Wind speed sensor structure

발열체소비전력 = 공기를 통한 방열 +를 통한 

발열 (1)

발열체에 연결된 PCB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변온

도와 비래하지 않는 열 특성을 가진다.
(1) PCB에 장착된 전자회로에 의한 발열의 영향

(2) PCB 하우징에 의한 단열 영향

(3) PCB의 열용량 및 열전도도등의 차이의 영향

위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 때문에 발열체가 PCB를 통

해서 방열하는 열량은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거나 예측

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PCB의 역할은 발열체에 발열에 

필요한 전류를 공급하고 발열체를 고정하는 것이기 때

문에 피할 수 없다. 만약 PCB와 발열체간의 온도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PCB가 있다면 위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그림 5와 같이 발열체에 대해 보조 발열체를 통

해서 내부회로와 연결하고 보조발열체를 발열체와 일

정한 온도차로 제어한다면 PCB를 통한 발열체의 발열

은 같은 메커니즘으로 일정하게 할 수가 있다.

Fig. 5 Wind speed sensor structure with auxiliary 
heating element

위 그림에서 전도열은 Kc와 dT의 곱으로 구할 수 있

는데, Kc는 고정된 기구적인 형상과 열전도 매질의 특

성에 의한 상수이고, dT는 고온체와 저온체의 온도차를 

의미한다. Kc는 상수이고, 온도차가 일정하게 제어되므

로 dT도 상수이다. 따라서 발열체와 보조발열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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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전도량도 주위 온도에 무관하게 상수이다. 
위의 <식 1>에서 두 번째 항인 “PCB를 통한 방열”은 

상수가 되고 “발열체 소비전력”은 “공기를 통한 방열”
의 함수가 된다. 

Ⅲ. 시스템 설계

본 장에서는 제안하는 센서의 설계내용을 기술한다.

3.1. 시스템 처리 흐름도 설계

그림 6에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풍속 감지 센서 시스

템 제어 흐름도를 나타낸다. 주변 온도를 먼저 측정 후 

다음의 풍속 값을 측정 한다. 보조 발열체는 측정된 풍

속 값의 일정한 온도차로 제어를 한 후 풍속을 출력한다.

Fig. 6 Wind speed sensing system flowchart

3.2. 시스템 회로 설계

정온도형 열선 풍속 센서는 브리지 회로에 피드백

(feedback)을 가해 열선의 저항 및 온도가 일정하게 유

지 된다. 이때 열선에 흐르는 전류 및 전압과 속도의 변

화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전류법에 비해 고주파수 응

답 특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열선풍속계의 주종을 이루

고 있다. 열선이 유동장 내에 위치하면 열은 열선으로부

터 유체로 전달되고 열선 평형을 고려하면 열선으로부

터 열전달량 q는 열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발열량 v2 / 
R과 같다. 또한 열선으로부터 열전달이 주로 대류에 의

한 것이고 전도 및 복사에 의한 열전달은 무시할 수 있

다고 가정하면 열전달량 계산식은 식 2와 같다.


 

 

∙


∙∙∙  

(2)

식2에서 Nu는 Nesselt Number, k는 유체의 열전도도, 
h는 열전달 계수, D는 hot wire 직경, Ah는 hot wire의 표

면적(), b는 hot wire의 길이, T는 hot wire의 온도, 
Tg는 유체의 온도, *Nu는 열전달에서 사용하는 열확산 

계수에 대한 운동량 확산 계수의 비를 나타낸다. 열선풍

속계 시스템의 회로도는 그림 7과 같다.

Fig. 7 Wind speed detection system circuit 

열선에 전류를 가하고 열선의 온도 변화에 따른 저항

의 변화가 열선의 전압에 변화를 일으켜 측정하는 방법

이다, 이는 고주파수 응답속도가 우수하기 때문에 열선

풍속 시스템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예를 들어 발열체를 주변온도보다 15℃높게 제어하

고 보조발열체를 주변온도보다 5℃높게 제어한다면 발

열체의 다리를 통해서 보조 발열체로 방열되는 식은 식 

3과 같다.

에의한발열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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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온도나 풍속에 관계없이 “PCB에 의한 방열”은 

상수, ‘Ksubh * 10’으로 고정된다.

Ⅳ. 실 험

본 장에서는 센서에 대해 실험 내용을 기술한다. 

4.1. 실험환경

실험에 사용하는 장치 및 실험하는 풍속계 본체의 설

치 장소의 온도는 18∼28℃, 습도는 결로되지 않도록 한

다[1, 4]. 그리고 기압, 습도에 따라 표시값이 영향을 받

는 경우는 습도 65%, 기압 1013hpa에서의 값으로 보정

한다.

4.2. 실험방법

실험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또한, 방향

성을 가진 풍속 시스템을 실험하는 경우는 풍향 마크를 

기류의 상류 방향을 향하여 검출부를 설치한다. 또한 실

험의 기록에는 실험시의 기류 방향을 명시하였다. 

4.2.1. 표시 정밀도 실험

풍동 장치를 사용하여 풍속 센서 검출부를 표준 실험 

온도 범위의 온도 기류에 노출시켜 풍속의 기준값과 비

교하여 그 표시 정밀도를 조사하였다. 풍속의 기준값은 

풍동장치 내에 실험 대상 풍속 센서와 함께 놓여진 국가 

표준을 추적할 수 있는 풍속계(피트관을 포함한다)가 

표시하는 값으로 한다. 풍동 장치 내에 실험 대상 풍속 

센서와 함께 놓여진 풍속계의 표시값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풍동 장치 내의 풍속 분포가 충분히 균일하다는 것

과 풍속계 상호간의 간섭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야 한다. 

4.2.2. 안정도 실험

풍속 센서의 전원을 켜고 5분 후 및 10분[1] 후에 a)에 

규정하는 실험을 실시한다. 다만, 이 실험은 풍속 측정 

범위 중의 1점의 풍속에서만 실시하면 된다. 

4.2.3. 기류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 실험 

기류 온도 변화에 의한 영향 실험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1) 절대값법

풍속 장치를 사용하여 풍속 센서 검출부를 다음에 규

정하는 실험 온도와 실험 풍속의 기류에 노출시켜서 풍

속의 기준값과 비교하여 그 표시 정밀도를 조사하였다. 
풍속의 기준값은 a)에 따른다. 기류 온도 변화에 의한 허

용 부가 오차(δUt)는 다음 식 4에 따라 구한다.

 ×× (4)

여기에서 Ua은 풍속의 기준값(m/s)이고, ∆T는 18 ℃
－실험 온도(실험 온도가 표준 실험 온도 범위보다 낮은 

경우) 혹은 실험 온도－28 ℃(실험 온도가 표준 실험 온

도 범위보다 높은 경우) 이다.
다만, 위의 식 4에서 산출되는 δUt가 0.05m/s 이하인 

경우는 δUt를 0.05m/s로 한다. 실험 온도는 사용 온도 

범위의 상한과 T1 사이의 점 및 사용 온도 범위의 하한

과 T2 사이의 점을 포함한다. 다만, T1 및 T2는 다음 식 

5에서 정의된다.

 최대℃또는 ℃중높은쪽
 최소℃또는℃중낮은쪽 (5)

여기서 T최대는 사용 온도 범위의 상한이며, T최소

는 사용 온도 범위의 하한을 의미한다.

2) 상대값법

동일 풍속으로 간주하는 조건하에서 표준 실험 온도 

범위 내 임의 온도의 기류에 대한 풍속 표시값(Us)과 실

험 온도의 기류에 대한 풍속 지시값(Ur)을 기록한다. 다
음 식 6에 따라 기류 온도 변화에 의한 풍속 표시 변화(δ
Ur) 및 허용 표시 변화(δUm)를 구한다. 

╲╲
 ××∆

(6)

여기에서 ∆T는 18℃－실험 온도(실험 온도가 표준 

실험 온도 범위보다 낮은 경우) 혹은 실험 온도－28℃
(실험 온도가 표준 실험 온도 범위보다 높은 경우)를 의

미한다. 다만, 위의 식에서 산출되는 δUm이 0.05m/s 이
하인 경우는 δUm을 0.05m/s로 한다. 

4.2.4. 응답 시간

풍속 센서의 검출부를 풍동 장치에 넣고 풍속을 0.1 
m/s 이하에서 1 m/s 이상까지 갑자기 증대시켰을 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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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시간을 조사한다. 

4.3. 실험

본 절에서는 구현한 내용에 대해 실험한 내용 및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내용을 기술한다. 실험 환경의 풍

동 장치 환경은 그림 8과 같다. 풍동 장치는 충분히 정돈

된 기류를 발생하는 장치로, 측정 위치의 기류 온도 분

포가 ±0.5 ℃이내, 동일한 풍속에서의 측정 시간 내에서

의 기류 온도 변동이 ±0.5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정
지한 공기 중에서 물체를 운동시킴으로써 상대적인 기

류를 발생하는 장치(주행 대차 등)도 포함된다. 

Fig. 8 Wind tunnel device configuration for experiment

0.01Hz까지 조절 가능한 교류 조정기를 풍동 장치에 

설치되어 있는 50m3/min, 30mmAq 용량을 가진 원심력 

송풍기에 연결하여 송풍기의 회전수를 조절 후 진행하

였다.

1) 온도 보상용 풍속 감지 센서

온도 보상용 풍속 센서를 이용하여 각 온도 별(10℃, 
15℃, 20℃, 25℃, 30℃) 실험을 진행하였다. 주변 온도

는 항온항습기로 클린룸 내부를 전체적으로 조절하였

고, 실험 방법은 KS 기준인 P8202:2006 일반용 풍속계

의 지침을 인용하여 보정된 값이 일정하게 출력되는 지

를 확인하였다. 풍속 센서에서 출력된 값들은 주변 환경 

온도에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에 D사의 센서에 대한 결과값을 보인다.

Fig. 9 Sensor test result(Company D)

2) 제안한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풍속 감지 센서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풍속 센서를 이용하여 각 온

도 별 (10℃,15℃,20℃,25℃,30℃) 실험을 진행 하였다. 
주변 온도는 항온항습기로 클린룸 내부를 전체적으로 

조절하였고, 실험 방법은 KS 기준인 P8202:2006 일반

용 풍속계의 지침을 인용하여 보정된 값이 일정하게 출

력 되는 지를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풍속 센서에서 

출력된 값들은 주변 환경 온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출

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0에 본 논문에서 개

발한 센서에 대한 결과값을 보인다. 

Fig. 10 Sensor test result(Developed)

Ⅴ. 결 론

다양한 분야에서 풍속 센서가 필요하나 기존 열선 풍

속 센서는 외부의 환경 요인에 민감하며, 주변 온도, 습
도, 신호 잡음 등에 의해 정확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변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열

선식 풍속 센서를 제안하였다.
주변 온도 보상이 필요 없는 풍속 센서는 기존의 개발

된 풍속 센서와 비교해 볼 때 하드웨어적 구성이 복잡하

지 않고 간결하고, 생산 비용이 저렴하다. 기존 온도 보

상용 풍속 센서의 경우 보정에 대한 복잡한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제안한 주변 온도 보상

이 필요 없는 풍속 센서는 하드웨어 설계에서부터 주변 

온도에 미칠 수 있는 구조를 일차적으로 개선하여 안정

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위의 실험 방법으로 성능에 대

해 검증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설계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텅스텐이나 백금을 사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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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NTC(Nega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서미스터 또는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 서미스터를 이용하여 저가의 풍속 센서 개

발이 가능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모듈은 저속 

영역에서 정확성이 요구되는 경우 기존 시스템을 대체

할 수 있고, 향후 각 응용 제품에 맞는 소자 및 센서 개발

에 대응이 가능하여 수입대체 효과가 커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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