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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 에너지 실험장비

KTE-1000BA 표준 냉동 실험장비

161

■ 장비소개

■ 장비특징

■ 교육 컨텐츠

▶ 에어컨의 기초 냉동 실험 장치는 위와 같은 증기 압축식 기준 냉동사이클을 구성하여 냉동시스템의 구성 실무와    각종 기초적인 냉동 
공조 자동제어운전 실험, 실습은 물론 냉동작용에 대한 실험 및 실습이 가능하다. 

▶ 자동제어 장치는 열 냉동 시스템을 비롯한 이공계에서 필수적으로 전수해야할 각종제어의 기초실무와 기기의 성능과 조정 작업에 필요
한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회로 구성부터 응용회로를 직접 빠른 시간에 운전 실험 및 실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
다.

▶ 냉동사이클을 기준으로 응축온도 및 증발온도와 압력, 과열압축 등 다양한 변수를 설정하여 실제적인 기준 냉동 사이클에 성능을 검증, 
비교분석 할 수 있다.

▶ 냉동시스템의 기본실험을 통해 공조냉동 기능경기대회 전기 실물 실습이 가능하다.

▶ 압축 및 과열 압축 실험 실습 가능하다

▶ 압축기와 온도 및 압력제어 가능하다

▶ 펌프다운 및 제상운전(핫가스, 전열) 가능

▶ 현장감을 위한 실제 전기부품에 배선 가능

▶ 릴레이(Ry)를 이용한 “c”접점회로 구성운전 실험 실습

▶ 전자접촉기(MC)를 이용한 “a”,”b”접점회로 구성 운전 실험 실습

▶ 정지우선 자기유지회로 구성 표준냉동기 운전 하기

▶ 온도스위치 저온제어 조정회로 구성운전하기

▶ 압력스위치 저압부 저압제어(LPS) 조정회로 구성운전

▶ 표준(기준) 냉동 사이클에서 저온(온도스위치) 저압(LPS) 직렬회로 구성 운전하기

▶ 표준(기준) 냉동 사이클에서 펌프다운 제어회로 구성 운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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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 RENEWABLE ENERGY

■ 장비구성

▶ 자동 제어부

▶ 기계 장치부

■ 장비활용

▶ KTE-DA100M

▶ KTE-4000SQ

▶ KTE-DA100M

▶ KTE-4000PL

데이터 기록 및
시스템 모니터링 실험장치

본 장비를 이용하여 PLC제
어 등의 실습을 통해 데이터 
취득 및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공조냉동 실 배선 실험장비

본 장비는 휴대용 가방형으
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하
고 실배선 시퀀스 제어를 이
용한 실습이 가능하여 시퀀
스 기본원리의 이해를 돕는
다.

데이터 기록 및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

응축기, 증발기, 압축기 등 
각 부위별 온도와 압력을 모
니터링과 제어 할 수 있다.

공조냉동 PLC 실험장비

본 장비는 휴대용 가방형으
로 제작되어 이동이 용이하
고 PLC컨트롤을 이용한 실
습이 가능하여 실무능력 향
상에 도움이 된다.

압축기 컨트롤러

데이터 획들장치

압축기

압력게이지

필터드라이어

팽창밸브

증발기 팬모터

증발기

응축기 팬모터 응축기 액분리기 전자밸브

메인전원

AC램프

압력스위치

압축기 전압, 전류

푸쉬버튼

마그네틱 컨덱터

부저램프 8pin 릴레이 11pin 릴레이 24h 타이머 온도조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