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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온도 분포 분석을 위한 320 채널 (40x8)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설계에 대한 연구
황현진*, 문종민*, 이상엽*, 김소현**, 김상민**, 정동수**, 이정환*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ICT융합공학부*, 제이더블유바이오사이언스**

A study on the design of a 320-channel (40x8) temperature monitoring system for
three-dimensional temperature distribution analysis
Hyun-Jin Hwang*, Jong-Min Moon*, Sang-Yeob Lee*, So-Hyeon Kim**, Sang-Min Kim**, Dong-Su Jeong**,
Jeong-Whan Lee*
Dept. of ICT Convergence Engineering of Konkuk Univ.*, JW-bioscience**

– 보육기의 온도분포를 명확하게 감지하고 내부의
온도를 유동시키는 공기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내부의 온도
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3D-Cube 형태의 온도 센서 입방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8개의 Slots과 각 Slot에는 5개
의 Ribs으로 프레임이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Rib에는 8개의 온
도 센서가 있는 3D-Cube 형태의 온도 센서 입방체를 설계하였
다. Rib에 온도 데이터들은 각 Slot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Slot인
컨트롤러 보드는 데이터를 처리하며, 마스터 보드에 전송한다.
온도 센서 보드(Rib)은 각각 온도 센서가 8개씩 들어가 있고, 8
개의 온도 센서는 37.374mm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한다. 외부
air flow를 차단하여, 내부 air의 온도를 균등하게 분포시키고 온
도를 측정했을 때 기준 온도게는 26℃였고, 온도 측정 센서 모
듈에 의해 측정된 320 points의 평균 값은 26.15℃, 표준편차는
0.21℃ 였다. 다음으로 온도 센서 측정 모듈 상단 부위에 hot
air를 가해주고 온도 분포를 그려서 hot air flow를 3Dmonitoring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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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센서 보드와 컨트롤러 보드

센서 보드에는 온도 센서 8개가 있고, 각 온도 센서는 작동
공급 전류가 약 600uA으로 저전류이다. 각각의 컨트롤러 보드
(Slot)에는 ESP32 보드가 연결되어 각각의 Rib에서 나오는 온도
센서 측정 값을 받고 마스터 보드에 전송한다. 마스터 보드 또
한 ESP32 보드와 연결되어 있고, 각각의 Slot 보드에 데이터를
요청하고 받는 역할을 한다.
2.2 온도 센서

320 points의 3D-Cube형 온도 센서 모듈을 구현하기 위해여
저전력이며 높은 정확도의 DFN패키지의 온도 센서
MAX30205(Maxim, U.S.A.)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온도 센서는
37도~39도 사이에서 ±0.1도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으며, 16-Bits
의 온도 분해능을 가지고 있다.
2.3 실험

미숙아는 피부 아래 지방 조직의 성장이 덜되었고, 얇기 때문
에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고, 질병이 전염될 수 있다[1]. 인큐베
이터에 내부에 중요한 파라미터는 온도, 습도, 빛 등[2] 많은데
이들 모두 미숙아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관련이 있다. 따
라서 인큐베이터는 필수적인데, 인큐베이터의 주요 기능은 온도
의 균일한 유지로서 이러한 온도 유지는 하부 열원 히터로부터
모터의 힘으로 움직이는 팬이 끌어 올리는 공기로 발생한다. 하
부 열원 히터로부터 발생하는 유동적인 공기의 흐름은 각 영역
에 따라 비 균일하게 전달[3]되며, 이로 인하여 보육기를 정밀하
게 제어하는데 있어 문제[4]가 있는데, 폐쇄형 보육기 시스템 특
성상 보육기를 폐쇄시키는 캐노피가 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열
원을 감지하기 위한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할 수 없다. 보육기의
온도분포를 명확하게 감지하고 내부의 온도를 유동시키는 공기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입방체 공간의 온도변화를 측정하는
3차원적인 온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다음의 <그림 1>은 3D
Cube형태의 온도 모
니터링 센서의 구조
를 나타낸다. 가로 방
향(Y)으로는 8개의
슬롯(Slot)으로 구분
되고, 각각의 슬롯에
는 5개의 리브(Rib)
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Rib에는 8개의
DFN형의 온도센서가
내열되어 있다.
<그림 1> 3D-Cube 형태의 온도 센서 측정

본 연구에서는 온도 측정 센서 보드와 컨트롤러 보드를 설계
하고, 제작했으며 이를 RS485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한다. 전송
한 데이터는 PC에서 3D-Monitoring을 통해 전시된다. 실험 방
법과 flow는 아래에 나와있다.
2.3.1 PCB(온도 측정 센서 보드, 컨트롤러 보드) 설계 및
프레임(구조) 제작

본 연구에서 개발한 3D-Cube
형 온도 측정 센서 모듈은 구
조체의 Slot과 Rib의 구성요소
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2> 각
각의 Slot은 컨트롤러 보드로서
각 column의 5개의 Rib의 데이
터를 처리하고, 마스터 보드에
데이터를 전송한다. 각각의
Rib<그림 3>은 온도 측정 센
서 보드로서 보드 각각이 일정
한 거리를 갖는 8개의 온도 센
서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설명
했듯이 각각의 온도 센서들은
Slot(컨트롤러 보드)의 MCU에
전송하여 데이터를 처리한다.

모듈 입방체 : (a) 컨트롤러 보드(Slot),(b)
온도 센서 보드(R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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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D-Cube 형 온도
센서 모듈 프레임(구조)

<그림 3> 온도 센서 보드 PCB

2.3.2 실험 방법

<그림 4>는 실
험 방법을 설명하
고 있다. 각각의
Slot에 있는 5개
의 Rib들이 Slot
의 MCU에 데이
터를 보내고 처리
한다. 그 각각의
Slot의 데이터들
은 마스터 보드에
RS485 를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
고, 그 Law Data
를 분석하여 3D
Monitoring을 진행한다.

<그림 8> Hot air를 윗 부분에 주입시켰을 때 온도 분포

3. 결
<그림 4> 실험 Block Diagram

<그림 5> 외부 Air 차단 후 온도 측정

<그림 5>는 3D-Cube형 온도 측정 센서 모듈의 320 points의
온도 센서를 검증하기 위해 비닐을 씌워 외부 Air flow와 차단
을 하였다. 이렇게 되면 큰 공간인 외부 공기 흐름이 통하지 않
게 되어 온도가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상황을 설
정하고 온도를 측정하
였다. 온도 센서의 검
증을 위해 기준 온도
계 또한 비닐 안으로
넣고 같은 시각에 온
도를 측정하였다. <그
림 6>다음으로는 뜨거
운 공기의 흐름에 따
라 온도 측정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윗 부
분에 Hot Flow를 가 < 그림 6> 온도 센서 입방체에 Hot air를
해주고 측정을 하였다.
가한 후 온도 측정
2.3.3 실험 결과

두 가지 검증실험을 진행했을때 결과는 <그림 7>과 <그림
8>와 같았다. 첫 번째로 외부 Air flow를 차단하고 온도를 측정
했을 때는 평균 26.15℃ 였고, 편차는 0.21℃였다. 기준 온도계를
측정하였을 때 역시 26℃였다. <그림 7>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온도 분포에 따른 색의 분포가 변함이 없을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두 번째로 윗 부분에 Hot air를 주입시켰을 때 온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그림 8>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뜨거운 바람을 가
한 윗 부분의 온도 색이 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론

본 연구는 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환경과, 보육기
내부의 온도 분포를 명확하게 감지하고 내부의 온도를 유동시키
는 공기 흐름을 해석하기 위해 320 points의 온도 센서를 가지
고 3D-Cube형 온도 센서 측정 모듈 입방체를 설계하고, 실험하
였다. 온도 센서 측정 모듈은 각각의 Slots과 Ribs들로 이루어져
있고, Slot에서 얻은 데이터는 RS485 시리얼 통신을 통해 마스
터 보드로 송신한다. 온도 센서 보드(Rib)은 각각 온도 센서가 8
개씩 들어가 있고, 8개의 온도 센서는 각각 37.374mm로 동일한
간격을 유지한다. 먼저 외부 air의 흐름을 차단한 후 최대한 내
부 air의 온도를 균등하게 분포시키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
온도계는 26℃였고, 온도 측정 센서 모듈에 의해 측정된 320
points의 평균 값은 26.15℃ 였다. 또한 표준편차는 0.21℃ 였다.
두 번째로 온도 센서 측정 모듈 상단 부위에 Hot air를 가해주
고 온도 분포를 그렸다. <그림 8>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뜨거운
공기를 가한 부분의 색이 더 뜨거운 온도의 색으로 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표 1>은 외부 air를 차단한 후 항온 프레임 안
을 각각 쿨링과 히팅 시키고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 값과 표준
편차이다.
<표 1> 온도 환경 별 평균과 표준편차

Cooling Normal Heating
Mean Temp.(℃) 24.75
26.15
28.37
STD(℃)
±0.32
±0.21
±0.2
추후 연구에서는 실시간으로 3D-monitoring의 온도 변화를 확
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확인
할 수 있으면, 인큐베이터 내에서 온도 제어를 할때 Hot air 및
cooling air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고, 이는 인큐베이터 내 온도
제어를 더 직관적이고, 정확한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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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외부 Air flow 차단 후 온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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