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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논문은 돈사 내부의 환기부를 연속적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환기부의 입기팬 및 배기팬의 회전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킴으

로서 축사 내부로 유입되는 환기량을 조절하고, 이에 따라 환기 운영 시에 축사 내부의 온도 편차를 최소화함과 동시에 유해가

스에 의한 돈사 내 공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지능형 돈사 환기 제어 시스템 설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시스템에는 온도 측정 

데이터를 일정간격으로 저장하고, 저장된 온도 변화의 특성을 추출하여 지능적으로 돈사의 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지

능형 환기 제어 모델, 사용자의 연령 및 상황을 고려한 가시적이고 직관적인 사용자 위주의 인터페이스 설계가 포함된다.

키워드: 지능형시스템(intelligent system), 환기시스템(ventilation system), 제어시스템(control system)

I. 서 론

환기란 오염된 공기를 제거하고 신선한 공기를 지속적으로 공

급하는 것으로 생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지

만, 환기량의 증가는 온도환경, 습도환경, 유속의 변화를 발생하게 

되므로 너무 많은 환기량 증가는 체감온도를 떨어뜨려 심각한 피

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환기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여야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기후는 온도변화가 많으며,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에 따라 폭염, 폭설 및 극심한 일교차 발생 등 이상기후 발

생이 늘어나면서 가축의 대량 폐사가 발생하는 등 외부온도 변화

에 따른 환기의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돈사 환기 컨트롤러는 고정된 설정온도 운영에 따라 환절기, 
동절기의 큰 일교차에 대한 변환 능력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계절

별, 돼지 체중별, 단열수준 등에 따라 돈사 내부의 온도 변화가 크

게 발생할 수 있어 환기량의 과부족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계절변화와 관리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환

기량과 설정온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불편함은 물론이고 

외부온도의 변화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기존 환기 제어 

시스템을 개선한 지능형 돈사 환기 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II. 시스템 설계

2.1 지능형 환기 제어 모델 및 Framework 개발

돈사의 온도변화를 보여주는 실제 측정데이터를 수집하여 돈사

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환기제어 모델을 개발한다. 이
러한 환기제어 모델에 따라서 돈사 관리자가 수동으로 환기를 조

절할 수 있지만, 관리자가 수동으로 조절하기 힘든 환경(늦은 밤이

나 새벽시간, 갑작스러운 폭우나 폭설 상황, 관리자 식사 시간 등) 
에서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환기를 제어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

하다.
지능형 환기 제어 모델 개발을 위해서는 통계적인 방법과 데이

터마이닝 방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돈사에 최적화 된 자동제어 

알고리즘 및 Framework 을 개발하여야 한다. 
지능형 환기 제어 컨트롤러는 입기팬 회전수와 배개팬 회전수

를 지능적으로 조절하여 돈사 온도편차 최소화 및 돈사 유해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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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을 수행하여 최적의 돈사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

한다.

그림 1.  지능형 환기 제어 프레임워크

Fig. 1. Intelligent Ventilation System Framework 

2.2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현재 돈사 현장의 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이 높고 외국인 노동자

가 증가하면서 관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계절별 사육단계

에 따라 환기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작업자의 운영 미

숙으로 환기 효율이 저하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새롭

게 개발되는 지능형 환기제어 컨트롤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운

영 미숙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존 제품과의 유사성

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데 개발 초점을 맞

추고 작업하였다.
<표 1> 은 기존 컨트롤러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본 기능을 정리

한 표이다. 

설정기능 내용

설정 온도 사육단계에 맞는 돈사 온도의 값을 입력

온도편차
설정온도보다 상승시 온도별 휀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

최소환기량
팬의 속도가 최소환기만 돌아 축사내 온도가 설정값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기능

최대환기량
팬의 속도가 최대환기로 돌아 축사내 온도가 설정값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게 하는 기능

표 1.  기존 컨트롤러 제공 기능 리스트

Table 1. The Existing Controller Function List

기존 제품의 인터페이스에서 의미가 모호한 표현은 명확한 표

현으로 변경하였고, 기존 기능의 위치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지능

형 환기 제어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운영 미숙으로 인한 

효율 저하를 최소화 하였다. 자동설정 기능은 아래 <표 2>와 같이 

4가지로 설정하였다. 

설정기능 내용

최고온도설정
최고온도 설정 시 최고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자동 

환기 조절

최저온도설정
최저온도 설정 시 최저 온도 미만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자동 환기 조절

평균온도설정
평균온도 설정 시 평균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동 

환기 조절

평균온도보정
평균온도 보정 설정 시 자동으로 평균온도를 보정하여 

자동 환기 조절

표 2.  지능형 자동제어 기능 리스트

Table 2. The New Controller Function List 

III. 결 론

본 논문에서 설계한 지능형 돈사 환기 제어 시스템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체계적인 돈사환기 관리 시스템의 선도적인 모델을 제

시하였고,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는 돈사의 환기 효율 향상을 통한 

비용 절감 및 농가 수입 증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사회․문화적 측

면 에서는 환기 시스템의 자동화를 통하여 축산 농가의 시설 현대

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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