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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냉방, 냉동에너지 실습 장비 [AI-1000BA]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AI-3000HD]

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AI-2000EP]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 [AI-5000LT]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AI-1000AHU]

AI 지열 히트 펌프 실습 장비 [AI-7000GH]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AI-7000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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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조 냉동 시퀀스 제어 실습 장비 [AI-4000SQ]

AI 공조 냉동 PLC 제어 실습 장비 [AI-4000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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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냉방, 냉동에너지 실습 장비 [AI-1000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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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냉방, 냉동에너지 실습 장비 소개

압축기, 응축기(휀 모터 포함), 수액기, 필터 드라이어, 사이트 글라스, 
전자밸브, 수동 팽창 밸브, 응축기(휀 모터 포함), 고압저압 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축기와 열교환기의 입, 출구에는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와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한다.

AI 냉방에너지 실습 장비는 PC에서 AI 기능과
실제 제어판에서 회로를 구성하여 운전할 수 있다.

빅 데이터로 온도, 압력, 엔탈피 및 각 위치에서 열 교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1초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빅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AI 기능의
DAQ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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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01 : 증발기 모듈

RC01 : 수액기 모듈

CM01 : 압축기 모듈

CE01 : 응축기 모듈

압축기(CM01) -> 응축기(CE01) -> 수액기(RC01) -> 필터드라이어 -> 사이트 그라스

-> 솔레노이드 밸브 ->정압식 팽창변 -> 증발기(EV01) -> 액분리기 -> 압축기로 구성

냉동 실습 모듈 :

냉동 모듈형 시스템 기계장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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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모듈형 시스템 기계장치부

1

압축기 모듈 (CM01)

압축기는 표준 냉동 실험기계장치의 증발기에서 피 냉각
물체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증발한 저온, 저압의 기체냉매를
흡입 압축하여 압력을 상승시켜 분자간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온도를 상승시켜 상온의 응축기에서 쉽게 액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시 말하면 저열원(증발기)에서 냉매가 증발하면서 얻은 열을
고온, 고압으로 하여 고열원(응축기)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또한 압축의 힘으로 냉매를 냉동기 내에 순환시키는 역할도 한다.



냉동 모듈형 시스템 기계장치부

1

수액기 모듈 (RC01)

사이트글라스(액면계)는 냉동교육장치의 액관 중 응축기(수액기)쪽에 설치
적정 냉매량 이 충전 되었는지의 여부와 냉매의 건조 상태를 확인한다.

적정 냉매량이 충전되고 응축 상태가 양호해지면 거품상태가 없어지고
맑은 액 냉매 상태로 지나가게 된다.

거품이 보여도 움직이지 않을 때와 입축 측에만 기포가 있고
출구 측에는 안 보이거나 기포가 연속적이 아니고 때때로 보일 때는
적정 냉매량이 충전된 것으로 본다.



냉동 모듈형 시스템 기계장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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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기 모듈 (EV01)

고온, 고압의 액체 냉매를 증발기에서 증발되기 쉽도록
저온, 저압의 액체 냉매로 단열 팽창시킨다.

응축 액화된 냉매는 좁은 곳을 통해서 급히 넓은 곳으로
방출되면 냉매는 압력으로부터 해방되어 증발하기 시작한다.

아울러 증발기에서 충분한 열을 흡수할 수 있도록
냉매 순환량을 조절해준다.



냉동 모듈형 시스템 기계장치부

1

응축기 모듈 (CE01)

응축기는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 고압 냉매가스 열을 상온의 공기 중에
방출하여 응축시키는 작용을 한다. 

압축기에서 토출된 고온고압의 기체냉매를 주위의 공기나 냉각수에
열 교환시켜 기체냉매의 열을 방출하여 응축 액화하는 장치이다.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곳으로 응축기는 실외기 속에 있는 기기로서
압축기에서 나온 냉매가스가 냉매 액체로 변하게 한다. 

액체상태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상태변화 시 잠열을 이용하기 위함이다. 
증발기에서 열을 많이 뺏기 위해서는 액체상태에서 기체상태로 변화할 때

즉, 잠열을 이용할 때 최고의 성능이 생긴다.



AI 냉방, 냉동에너지 교육 내용

01.  AI를 활용한 냉방, 냉동 에너지의 측정과 분석

02.  AI를 활용한 냉방, 냉동 시스템의 응축 부하의 성능 측정과 분석

03.  AI를 활용한 냉방, 냉동 시스템의 증발 부하의 성능 측정과 분석

04.  AI를 활용한 냉방, 냉동 시스템의 온도 제어 시퀀스 회로 구성 · 운전

05.  AI를 활용한 냉방, 냉동 시스템의 온도 제어 PLC 프로그래밍 운전

06.  AI를 활용한 냉방, 냉동 시스템의 펌프다운 시퀀스 제어회로 구성 · 운전

07.  AI를 활용한 냉방, 냉동 시스템의 펌프다운 PLC 프로그래밍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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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냉방, 냉동에너지 실습 장비 특징

1. AI 냉방, 냉동에너지 실습 장비의 사이클 구성 : 

압축기→ 응축기 → 필터 드라이어 → 사이트 글라스 → 팽창밸브 → 증발기 → 압축기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압력 센서를 부착

2. 통신 연결 장치를 통하여 PC에서 또는 별도의 PLC 제어 시스템을 연결하여 수동제어, 온도 자동

제어, 또는 펌프다운 운전을 로직 제어하여 운전

3. AI 전용 냉동 성능 자동 측정장치에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실행

4. AI 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응축기 입구 및 출구, 

팽창밸브 입구 및 출구의 온도의 빅 테이터를 액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

5. 증발기 출구, 실내 및 외부 공기의 온도를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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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냉방, 냉동에너지 실습 장비 특징

6. AI 압력자료 통신을 위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응축기 출구, 팽창밸브 입구에 설치된 압력

센서에 의하여 -1 ~35bar 범위에 압력의 빅 테이터를 액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

7. AI 기능을 활용한 실험 요소

- 냉동 효과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압축 일량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응축 효과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증발 잠열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팽창 밸브 출구에서 플래시 가스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팽창밸브 출구에서의 건조도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성능 계수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SAVE” 버튼을 클릭 후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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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냉방, 냉동에너지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 AI 기능 수행을 위해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

- AI 기능 수행을 위해 냉동 시스템에서 측정 된 엔탈피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 AI 기능으로 냉동 효과, 압축일량, 증발 잠열, 플래시 가스량, 건조도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저장

- AI 기능으로 온도와 압력 빅 데이터로 이용하여 성능계수가 자동계산되어 실시간으로 저장

- AI 기능 수행을 위해 초 단위 이상 마다 온도, 압력, 엔탈피 및 모든 빅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 AI 기능으로 P-H 선도를 실시간으로 표시 (온도와 압력 데이터 측정값 활용)

AI 냉방, 냉동에너지 성능 자동 프로그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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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냉방, 냉동에너지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1) AI 냉방, 냉동에너지 시스템 다이어그램

(2) AI 기능 온도, 압력, 엔탈피 모니터링

(3) AI 기능 실시간 P-h 선도 작도 모니터링

(4) AI 기능 냉동 효과 (qe),

압축일의 열당량 (Aw),

응축기 방출열량 (qc),

증발잠열 (qr),

팽창밸브 통과 직후의 습도 (y),

이론적 성능계수 (COP) 계산 값의 모니터링

(5) AI 기능 빅 데이터 저장 기능 스위치

(6) AI 기능 P-h 선도, 시스템 다이어그램 캡쳐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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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AI-3000HD]
2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소개

사방밸브를 활용한 냉매 흐름 방향 전환 실험이 가능하고
압축기와 열교환기의 입, 출구에는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와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한다.

사방밸브를 제어하여 냉방 및 난방 특성 실험이 가능하고 실험 중에
빅 데이터로 온도, 압력, 엔탈피 및 각 위치에서 열 교환양을 실시간으로
측정, 계산하고 1초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빅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AI 기능의 DAQ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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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의 교육 내용

01.  AI를 활용한 히트 펌프 시스템의 측정과 분석

02.  AI를 활용한 히트 펌프 시스템의 냉방 성능 측정과 분석

03.  AI를 활용한 히트 펌프 시스템의 난방 성능 측정과 분석

04.  AI를 활용한 히트 펌프 시스템의 냉매 흐름방향 전환 시퀀스 회로 구성·운전

05.  AI를 활용한 히트 펌프 시스템의 수동제어 시퀀스 회로 구성·운전

06.  AI를 활용한 히트 펌프 시스템의 온도 자동제어 시퀀스 회로 구성·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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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특징

1.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의 냉방 사이클 : 

☞ 압축기 → 4 way valve → 열교환기 2 → 체크밸브 2 → 수액기 → 필터 드라이어

→ 사이트 글라스 → 전자밸브 → 수동 팽창밸브 → 열교환기 1 → 액 분리기 → 압축기로 구성

☞ 압축기와 열교환기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압력 센서를 부착

2.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의 난방 사이클 : 

☞ 압축기 → 4 way valve → 열교환기 1 → 전자밸브 1 → 수액기 → 필터 드라이어

→ 사이트 글라스 → 전자밸브 → 수동 팽창밸브 → 열교환기 2 → 수액기 → 압축기로 구성

☞ 압축기와 열교환기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압력 센서를 부착

3.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는 실제 제어판에서 회로를 구성하여 운전

4. AI 전용 냉동 성능 자동 측정장치에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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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특징

5. AI 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열 교환기 입구 및 출구,

팽창밸브 입구 및 출구의 온도의 빅 테이터를 액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

6. 열 교환기 출구, 실내 및 외부 공기의 온도를 측정

8. 히트 펌프 성능 자동 측정,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간 수행

7. AI 압력자료 통신을 위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열 교환기 출구, 팽창밸브 입구에 설치된

압력 센서에 의하여 -1 ~35bar 범위에 압력의 빅 테이터를 액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

9. K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열 교환기 1, 2 의 입구 및 출구, 

팽창밸브 입구 및 출구, 실내 및 외부 공기의 온도 빅 데이터를 측정,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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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특징

10. AI 기능을 활용한 실험 요소

- 열 교환기 1의 열 교환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열 교환기 2의 열 교환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압축 일량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증발 잠열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팽창 밸브 출구에서 플래시 가스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팽창밸브 출구에서의 건조도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성능 계수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SAVE” 버튼을 클릭 후 매분마다 데이터가 엑셀 파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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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히트 펌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 AI 기능 수행을 위해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

- AI 기능 수행을 위해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측정 된 엔탈피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

- AI 기능으로 열 교환량, 압축일량, 증발 잠열, 플래시 가스량, 건조도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저장

- AI 기능으로 온도와 압력 빅 데이터로 이용하여 냉, 난방 성능 계수가 자동계산되어 실시간으로 저장

- AI 기능 수행을 위해 초 단위 이상 마다 온도, 압력, 엔탈피 및 모든 빅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

- AI 기능으로 P-H 선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온도와 압력 데이터 측정값 활용)

AI 히트 펌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기능

2



AI 히트 펌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AI 히트 펌프 시스템 계통도 (난방)

AI 히트 펌프 시스템 계통도 (냉방)

2



NO Data point Table1 Table2 Table3 Table4 비 고

1 Evaporation Temp -15℃ -20℃ -21℃ -28.4℃

2 Superheat 2˚K 1˚K 1˚K 8.2˚K

3 Dp Evaporator 2˚K 3˚K 4.2˚K 11.9˚K

4 Dp Suction line 0.2Bar 0.2Bar 0.2Bar 0.2Bar

5 Dp Discharge line 2˚K 2˚K 1.3˚K 1.9˚K

6 Condensing Temp 45℃ 44℃ 45℃ 45℃

7 Sub Cooling 22˚K 20˚K 21.5˚K 21.3˚K

8 Dp Condenser 10˚K 10˚K 10˚K 10˚K

9 Dp Liquid line 26˚K 29˚K 30˚K 28.7˚K

1) 측정 온도 정리

2



2) P-h 자동작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Table 1의 P-h 선도 작도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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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 자동작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Table 2의 P-h 선도 작도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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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 자동작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Table 3의 P-h 선도 작도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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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 자동작도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

Table 4의 P-h 선도 작도 실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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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h 선도의 중복 작도와 합성 예

종합 P-h 선도의 합성 작도

2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기계 시스템의 구성과 모듈
2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기계 시스템의 구성과 모듈

1. CM01 : 압축기 모듈 2. HE01 : 열교환기 01 모듈 3. HE01 : 열교환기 01 모듈

4. RHC01 : 히트 펌프 전용 수액기 모듈 5. R4W01 : 사방 밸브 모듈

2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사방 밸브 작동 원리

냉방 운전 : 
냉방 운전 시에는 밸브에 전원이 인가되지 않아 위 그림과 같이 압축된 고압 냉매는
열교환기 2측과 연결된다. 
열교환기 2는 응축기의 역할을 한다.

냉방 운전시

2



AI 히트 펌프 실습 장비 사방 밸브 작동 원리

난방 운전 : 
난방 운전 시에는 밸브에 전원을 인가한다. 
밸브 내 전원이 인가되면 몸체 내부의 캡이 A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어, 냉매 흐름 방향이 전환된다. 
즉 압축된 고압 냉매는 열교환기 1측과 연결되어 고온 냉매가 통과하며 난방효과를 내게 된다.

난방 운전시

2



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AI-2000EP]

3



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소개

저온 및 고온 증발기의 온도 변화에 따른 냉매 분배 측정 실험이 가능하며
압축기와 열교환기의 입, 출구에는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와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한다.

멀티 냉장, 냉동기에서 냉매 분배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제 제어판에서 회로를 구성하여 운전할 수 있다.

EPR을 이용한 증발 압력 및 온도 변화에 대한 실험이 가능하며 저장된
빅 데이터로 온도, 압력, 엔탈피 및 각 위치에서 열 교환양을 실시간으로
계산하고 1초 단위 이상으로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빅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AI 기능의 DAQ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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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의 교육 내용

01.  AI를 활용한 증발압력 병렬제어(EPR) 냉장, 냉동 시스템의 측정과 분석

02.  AI를 활용한 EPR 냉장, 냉동 시스템의 P-h 선도의 작도와 COP

03.  AI를 활용한 EPR 냉장, 냉동 시스템의 수동제어 시퀀스 회로 구성·운전

04.  AI를 활용한 EPR 냉장, 냉동 시스템의 온도 자동제어 시퀀스 회로 구성 · 운전

05.  AI를 활용한 EPR 냉장, 냉동 시스템의 저온 저압 직렬회로 시퀀스 구성 · 운전

06.  AI를 활용한 EPR 냉장, 냉동 시스템의 펌프다운 시퀀스제어회로 구성 · 운전

07.  AI를 활용한 EPR 냉장, 냉동시스템의 강제 펌프다운 시퀀스 제어회로 구성 ·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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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특징

1.  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의 사이클 구성 : 

☞ 압축기 → 응축기 → 필터 드라이어 → 사이트 글라스 → 전자밸브 → 수동 팽창밸브

→ 저온 증발기 (출구측에 체크밸브 설치) → 고온 증발기 (출구측 EPR 설치) → 액분리기

→ 압축기로 구성

☞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압력 센서를 부착

2.  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는 실제 제어판에서 회로를 구성하여 운전

3. AI 전용 냉동 성능 자동 측정장치에 활용하여 성능 자동 측정,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실행

4. AI 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응축기 입구 및 출구, 

팽창밸브 입구 및 출구의 온도의 빅 테이터를 액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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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특징

5.  증발기 출구, 실내 및 외부 공기의 온도를 측정

6. AI 압력자료 통신을 위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응축기 출구, 팽창밸브 입구에 설치된

압력 센서에 의하여 -1 ~35bar 범위에 압력의 빅 테이터를 액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

7. AI 전용 냉동 성능 자동 측정장치에 활용하여 성능 자동 측정,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실행

3



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특징

10. AI 기능을 활용한 멀티 냉장·냉동 실험 요소

- 냉동 효과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압축 일량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응축 효과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증발 잠열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팽창 밸브 출구에서 플래시 가스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팽창밸브 출구에서의 건조도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성능 계수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SAVE” 버튼을 클릭 후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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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 AI 기능 수행을 위해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AI 기능 수행을 위해 멀티 냉동 시스템에서 측정 된 엔탈피 빅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가능하다.

- AI 기능으로 냉동 효과, 압축일량, 증발 잠열, 플래시 가스량, 건조도가 자동으로 계산되며 저장된다.

- AI 기능으로 온도와 압력 빅 데이터로 이용하여 성능계수가 자동계산되어 실시간으로 저장된다. 

- AI 기능 수행을 위해 초 단위 이상 마다 온도, 압력, 엔탈피 및 모든 빅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저장한다.

- AI 기능으로 P-H 선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한다. (온도와 압력 데이터 측정값 활용)

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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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메인 화면 구성

1

2

3

4

1. Diagram 표시 영역 및

실시간 온도·압력 그래프

2. PH 선도 표시 영역

3. 온도·압력 텍스트 표현

4. 성능(qe, AW, qr, qf, x, y, COP)

표시 영역,

운전스위치, 이미지 캡처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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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운전 및 데이터 저장

1. 프로그램 실행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하단의 RUN Toggle S/W를 위로 올림

저장파일명을 먼저 지정하는 이유는

컴퓨터가 부득이한 사정(정전 등)으로

인해 데이터를 받지 못할 경우,

사고 직전까지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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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그래프 보기

Temperature Realtime Graph Pressure Realtime Graph

실시간으로 온도, 압력 위치에 따른 그래프를
보기 위해서는 Diagram 왼쪽 상단 해당 아이콘 클릭

온도, 압력 포인트별 체크를 통해 원하는
위치와 값을 실시간 그래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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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온도/압력값의 그래프 보기는 모니터상
디스플레이 되는 부분을 더블 클릭시에
하단의 그래프와 같은 창이 뜸

실시간으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

AI 멀티 냉동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그래프 보기
3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 [AI-5000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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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 소개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는 두 가지 종류의 냉매를 이용한 이원 냉동 시스템이며
초저온(-40°C ~ -70°C)을 짧은 시간에 얻기 위하여 고온 냉매(R-404a)와 저온 냉매(R-23)를
조합해서 1차측 냉동기의 증발기를 이용하여 2차측 냉동기의 응축기 열 교환용으로 이용하고
결국 2차측 냉동기의 증발기가 초저온까지 내려가게 운전되는 원리이며 압축기와 열교환기의
입, 출구에는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와 압력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는 실제 제어판에서 회로를 구성하여 운전할 수 있다.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시스템이 운전되고 빅 데이터로 온도, 압력, 엔탈피가 실시간으로
저장되며 각 위치에서 열 교환량을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빅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AI 기능의 DAQ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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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의 교육 내용

01.  AI를 활용한 이원 냉동 시스템의 측정과 분석

02.  AI를 활용한 이원 냉동 시스템의 P-h 선도의 작도와 COP 수동 및 자동계산

03.  AI를 활용한 이원 냉동 시스템의 수동 시퀀스 제어회로 구성·운전

04.  AI를 활용한 이원 냉동 시스템의 냉매 온도와 압력 제어 계측 회로 구성 · 운전

05.  AI를 활용한 이원 냉동 시스템의 1원측 온도 자동제어 시퀀스 회로 구성 · 운전

06.  AI를 활용한 이원 냉동 시스템의 2원측 온도 자동제어 시퀀스 회로 구성 ·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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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 특징

1.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의 고온 사이클 : 

☞ 압축기 1 → 응축기 → 필터 드라이어 → 사이트 글라스 → 전자 밸브 1 → 수동팽창밸브 1 

→ 판형 열교환기 (1원측 증발기) → 압축기 1로 구성

☞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압력 센서를 부착

2.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의 저온 사이클 : 

☞ 압축기 2 → 판형 열교환기 (2원측 응축기) → 필터 드라이어 → 사이트 글라스 → 전자밸브 2  

→ 수동팽창밸브 2 → 증발기 → 압축기 2로 구성

☞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압력 센서를 부착

3.  AI 초저온 이원 냉동 자동제어부에서 수동제어, 온도 자동제어, 또는 펌프다운 운전

4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 특징

4. AI 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압축기1, 2의 입구 및 출구, 응축기 입구 및 출구, 

팽창밸브 입구 및 출구, 케스케이드 판형 열 교환기의 입구 및 출구 온도의 빅 테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저장

5. AI 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초저온 증발기 출구, 실내 및 외부 공기의 온도를

측정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저장

6. AI 압력자료 통신을 위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응축기 출구, 팽창밸브 입구에 설치된

압력 센서에 의하여 -1 ~35bar 범위에 압력의 빅 테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저장

7. AI 온도 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압축기1, 2의 입구 및 출구, 케스케이드

열 교환기 입구 및 출구, 팽창 밸브1, 2의 입구 및 출구, 응축기 입구 및 출구 온도의

빅 테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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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 특징

8.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의 기능을 활용한 실험 요소

- 냉동 효과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압축 일량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응축 효과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증발 잠열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팽창 밸브 출구에서 플래시 가스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팽창밸브 출구에서의 건조도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성능 계수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SAVE” 버튼을 클릭 후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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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AI 초저온 이원 냉동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기능

-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시스템 운전 중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시스템 운전 중 측정된 엔탈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시스템 운전 중 냉동 효과, 압축일량, 증발 잠열, 팽창 밸브 출구에서의

플래시 가스량, 팽창 밸브 출구에서의 건조도, 온도와 압력데이터로 계산된 성능계수가 실시간으로 측정

-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시스템 운전 중 초 단위로 온도, 압력, 엔탈피 및 모든 데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으로 저장

- AI 초저온 이원 냉동 시스템 운전 중 P-H 선도를 실시간으로 표시

(온도와 압력데이터 측정값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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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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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의 실험 운전 상태

Cycle
증발 압력

(bar_g)

응축 압력

(bar_g)

1원측 1.6 ~ 1.5 13.8 ~ 13.9

2원측 1.4 ~ 1.5 11.9 ~ 11.8

Temp6(증발기 입구) : -64.4 ℃
외기 온도 : 12 ~ 16 ℃

Cycle
증발 압력

(bar_g)

응축 압력

(bar_g)

1원측 0.9 ~ 1.0 11.7 ~ 11.8

2원측 0.8 ~ 0.9 9.6 ~ 9.7

Temp6(증발기 입구) : -71.1 ℃
외기 온도 : 12 ~ 16 ℃

상태 1 : –65 ℃ ~ -70 ℃ (증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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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초저온 이원 냉동 실습 장비의 실험 운전 상태

Cycle
증발 압력

(bar_g)

응축 압력

(bar_g)

1원측 0.9 ~ 1.0 11.7 ~ 11.8

2원측 0.8 ~ 0.9 9.6 ~ 9.7

Temp6(증발기 입구) : -71.1 ℃
외기 온도 : 12 ~ 16 ℃

Cycle
증발 압력

(bar_g)

응축 압력

(bar_g)

1원측 1.6 ~ 1.4 1.7 ~ 1.9

2원측 14.0 ~ 14.1 12.5 ~ 12.6

Temp6(증발기 입구) : -61.2 ℃
외기 온도 : 12 ~ 16 ℃

상태 2 : –70 ℃ ~ -60 ℃ (증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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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AI-1000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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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소개

AI 공기조화 실습 장비는 제1종 공기조화(냉각, 가열, 가습, 송풍), 제2종 공기조화(예냉, 예열, 

가습, 재냉, 재열, 송풍) 운전이 가능하고 실제 제어판에서 온도와 습도의 제어회로를 구성하여

운전할 수 있으며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와 습도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공기 순환 시스템 변화에 따른 덕트 및 실내 온도 습도 값 변화 측정, 실험하고 모든

열 교환기의 입, 출구에는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와 습도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난방/냉방 및 가습, 감습 실험이 가능하고 송풍기 풍량 변화에 따른 실내 온도 및 습도 변화, 

필터 및 코일의 압력손실 측정 실험이 가능하고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와 습도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5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소개

예냉, 예열, 가습, 감습, 재냉, 재습, 송풍 운전 중에 습공기 선도 수동, 자동 작도 및

상태 분석이 가능하고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와 습도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온도, 습도, 엔탈피 및 각 위치에서 열교환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DAQ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AI 공기조화 실습 장비가 운전중에 빅 데이터로 온도, 습도, 엔탈피와 각 위치에서

열 교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 계산하고 1초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빅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AI 기능의 DAQ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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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의 교육 내용

01.  AI를 활용한 Psychrometic chart 작도

02.  AI를 활용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예냉, 재냉 측정 분석

03.  AI를 활용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가열, 가습 측정 분석

04.  AI를 활용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RA와 OA 혼합, 가열 운전과 습공기 선도 수동, 자동작도

05.  AI를 활용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OA와 RA를 혼합, 냉각 운전과 습공기 선도 수동, 자동작도

06.  AI를 활용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OA와 RA의 혼합, 가습 운전과 습공기 선도 수동, 자동작도

07.  AI를 활용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OA와 RA의 혼합, 예, 재가열 운전과 습공기 선도 수동, 자동작도

08.  AI를 활용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OA 예냉과 RA의 혼합 운전과 습공기 선도 수동, 자동작도

09.  AI를 활용한 공기조화 시스템의 OA 예냉과 RA의 혼합, 재냉각 운전과 습공기 선도 수동, 자동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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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특징

1.  AI 공기조화 실습 장비의 사이클 구성 : 

☞ 외부 공기 → 혼합 구간 → 필터 1 → 예열 히터 → 예냉 코일 → 가습구간 → 필터 2 

→ 재열 히터 → 재냉 코일 → 송풍기 → 실내 → 리턴으로 구성

☞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습도 센서를 부착

2. 온도와 습도를 디지털 데이터로 표시하고 시퀀스 제어 시스템을 연결하여 수동제어, 

온도 및 습도 자동 제어 운전과 Psychrometic chart를 수동과 자동으로 작도

3.  AI 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과 전자 습도 센서를 부착하여 외부 공기 → 혼합 구간 → 필터 1 

→ 예열 히터 → 예냉 코일 → 가습구간 → 필터 2 → 재열 히터 → 재냉 코일 → 송풍기

→ 실내의 입구 및 출구의 온도와 습도를 빅 테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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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특징

4.  K타입의 열전대선과 습도 전자 센서를 사용하여 댐퍼 내부의 각 부 및 외부 공기의 온도와 습도를

측정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5. AI 기능을 활용한 공기 조화 실험 요소

- 실내의 냉방 및 난방 용량이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바이패스 팩터 (Bypass factor)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가습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제습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습공기 선도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온도 데이터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SAVE” 버튼을 클릭 후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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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AI 공기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기능

- 측정된 온도 및 습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공기조화 시스템에서 측정 된 엔탈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온도, 엔탈피, 습도 및 모든 데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

- 습공기 선도상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표시 (온도와 습도데이터 측정값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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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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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의 덕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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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의 덕트 구성

Air Duct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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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의 덕트 구성

Intake and exhaust 

air

5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빅 데이터 자동 저장

1. DB (Dry Bulb Temperature ℃)
- DB 1 : Outside
- DB 2 : MIXED AIR 1
- DB 3 : Pre-Cooling
- DB 4 : Pre-Heeting
- DB 5 : Humidifier
- DB 6 : Re-Cooling
- DB 7 : Re-Heeting
- DB 8 : Chamber

2. RH (Relatively Humidity %)
- RH 1 : Outside
- RH 2 : MIXED AIR 1
- RH 3 : Pre-Cooling
- RH 4 : Pre-Heeting
- RH 5 : Humidifier
- RH 6 : Re-Cooling
- RH 7 : Re-Heeting
- RH 8 : Chamber

Measureme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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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빅 데이터 자동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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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실행

시작 메뉴
바로 가기

아이콘

① 도구 및 설정

② 습공기 선도 내 좌표 위치

③ 온도 습도 값 입력 / 좌표 위치

④ 습공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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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옵션

① 옵션 내 입력 값 설정

② 해발 고도 설정 및

건구 온도 범위 설정 가능

③ 습공기 선도 상

표시될 항목 유저 설정 가능

④ 상태점 표시 항목 설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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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구성

건구온도 (DB), 절대습도 (X) 표시 엔탈피 (H), 습구온도 (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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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구성

SHF (열수분비, 현열비) 상대습도 (R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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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구성

비체적선 (v) 수증기 분압

5



AI 지열 히트 펌프 실습 장비 [AI-7000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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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열 히트 펌프 실습 장비 소개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의 냉방 사이클 : 

☞ 압축기 → 4 way valve → 열교환기 2 → 체크밸브 2 → 수액기 → 필터드라이어

→ 사이트 글라스 → 전자밸브 → 수동 팽창밸브 → 열교환기 1 → 액 분리기 → 압축기로 구성

☞ 압축기와 열교환기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압력 센서를 부착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의 난방 사이클 : 

☞ 압축기 → 4 way valve → 열교환기 1 → 전자밸브 1 → 수액기 → 필터 드라이어

→ 사이트 글라스 → 전자밸브 → 수동 팽창밸브 → 열교환기 2 → 수액기 → 압축기로 구성

☞ 압축기와 열교환기 입, 출구에는 AI 통신 전용 온도, 압력 센서를 부착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는 실제 제어판에서 회로를 구성하여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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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열 히트 펌프 실습 장비 소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핵심 요소의 지중 열 교환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효율을 측정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는 지중 순환회로 내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여 냉매 증기를

응축시킬 수 있는 열에너지를 발생 시키며 빅 데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는 지중 순환 회로와 냉매 순환 회로로 구성

AI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전용 성능 자동 측정장치에 활용하여 데이터 수집 및

시스템 모니터링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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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열 히트 펌프 실습 장비 소개

AI 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열 교환기 입구 및 출구, 

팽창밸브 입구 및 출구의 온도의 빅 테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AI 지열 히트펌프의 열 교환기 출구, 실내 및 외부 공기의 온도를 측정 할 수 있고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AI 압력자료 통신을 위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열 교환기 출구, 팽창밸브 입구에

설치된 압력 센서에 의하여 -1 ~35bar 범위에 압력의 빅 테이터를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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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열 히트 펌프 실습 장비의 교육 내용

01.  AI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측정과 분석

02.  AI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성능분석과 진단

03.  AI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정지우선 자기유지회로 냉난방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운전

04.  AI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온도 자동제어 냉난방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5.  AI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저압 자동제어(LPS) 냉난방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6.  AI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냉 난방 수동제어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7.  AI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냉 난방 온도 자동제어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8.  AI를 활용한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냉 난방 온도 압력 자동제어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6



AI 지열 히트 펌프 실습 장비의 기능을 활용한 실험 요소

- AI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열 교환기 1의 열 교환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AI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열 교환기 2의 열 교환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AI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압축 일량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AI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증발 잠열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AI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팽창 밸브 출구에서 플래시 가스량을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AI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팽창밸브 출구에서의 건조도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AI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성능 계수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AI 지열 히트펌프시스템의 측정된 온도 및 압력 데이터를 AI 기능으로 자동 저장

- “SAVE” 버튼을 클릭 후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할 수 있다.

6



AI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의 원리

냉방시

압축기 → 판형 열교환기 → 수액기

→ 필터드라이어 → 사이트그라스 → 전자밸브

→ 수동 팽창밸브 → 팬형 열교환기 →압축기

난방시

압축기 → 사방밸브 → 판형 열교환기 → 수액기

→ 필터드라이어 → 사이트그라스 → 전자밸브

→ 수동 팽창밸브 → 팬형 열교환기 → 압축기

6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 측정된 압축기 입출구, 열교환기 입출구, 팽창밸브 입출구 및 증발기 출구, 지열

챔버의 온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냉동 시스템에서 측정 된 엔탈피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냉동 효과, 압축일량, 증발 잠열, 팽창 밸브 출구에서의 플래시 가스량, 팽창 밸브

출구에서의 건조도, 온도와 압력데이터로 계산된 성능계수가 실시간으로 측정

-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

- P-H 선도를 실시간으로 표시 (온도와 압력데이터 측정값 활용)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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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지열히트펌프 프로그램 (냉방) 

지열히트펌프 프로그램 (난방) 

6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

1

2

3
4

1. Diagram 표시 영역 및

실시간 온도, 압력 표시

2. 온도, 압력, 유량 등 텍스트 표현

3. PH 선도 표시 영역

4. 열량, 성능계수, 소비전력표시 영역, 

운전스위치, 이미지 캡처 버튼

6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의 데이터 저장

2. 데이터 저장 파일명을 입력하라는 대화 메시지가 뜸

파일이름 입력 후 저장 클릭

1. 데이터 수집 시작

- 오른쪽 하단의

RUN Toggle S/W를

위로 올림

6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의 싸이클

① Cooling mode

② Heating mode

6



Measuring point Remark

Temp 1, Press 1 Compressor in

Temp 2, Press 2 Compressor out

Temp 3 Condenser in(냉방운전), Evaporator out(난방운전)

Temp 4, Press 3 Condenser out(냉방운전), Evaporator in(난방운전)

Temp 5, Temp 6 Expansion Valve in

Temp 7, Press 4 Evaporator in(냉방운전), Condenser out(난방운전)

Temp 8 Evaporator out(냉방운전), Condenser in(난방운전)

Temp 9, Temp 10 Evaporator Room Temp.

AI 지열 히트펌프 실습 장비의 싸이클

③ 지열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의 온도, 압력 측정 위치

6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AI-7000SB]
7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소개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는 외부에 집열기를 설치하여 자연 및 인공 채광을 모아서

작동 실험이 가능하며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할 수 있다.

7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는 제어 장치부를 이용한 시스템 제어 교육이 가능하다.

실험값은 빅 데이터로 온도와 열 교환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1초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할 수 있으며, 각각의 빅 데이터를 그래프로 표시 및

분석 할 수 있는 AI 기능의 DAQ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소개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는 태양열 집열 및 열의 저장원리를 이해하고 집열된 열을

이용하여 설치된 3가지 타입의 부하의 발열량을 계산하여 비교 실험, 실습이 가능하며 AI 기능

수행을 위하여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측정된 자료가 PC에서 AI 기능을 만족하도록 한다.

7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는 인공 태양을 이용한 태양열 보일러의 성능 실험이

가능하고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할 수 있다.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는 태양열 보일러의 구조 및 작동 원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의 교육 내용

01.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측정과 분석

02.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기본 구성과 성능 측정과 분석

03.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온도제어 축열조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4.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차온제어 집열 순환펌프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5.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삼방밸브 전환 축열·방열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6.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집열 매체 충전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7.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축열조 열매체 충전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8.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차온제어 집열 축열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09.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의 보조히터 시퀀스 제어 회로 구성 · 운전

7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특징

1.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은 인공태양 (할로겐) 또는 자연광을 이용하여

열에너지 저장 실험이 가능

2.  집열 과정은 태양으로부터 열에너지를 전달받은 집열기에서 온도가 상승하면 Pump1, Pump2가

동작하고 집열 매체는 집열기 입구로 들어가 태양열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된 열에너지는

집열기 출구로 나와 열교환기로 유입

이때, 축열 매체와 열 교환을 통해 열 에너지를 전달

3.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은 열 회수율 계산 및 효율을 측정

7

4. 축열 과정은 집열 순환펌프인 Pump1과 연동하여 Pump2가 구동

축열조에 저장된 열매체는 축열조 출구에서 열교환기를 거쳐서 축열조 입구로 유입

이때, 집열 매체의 열에너지를 흡수하여 축열조 상부로 전달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특징

5.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은 태양열 집열기, 축열부, 부하장치 등에서 온도를 측정

6.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은 성능 실험 중 빅 데이터 값의 모니터링과 1초 단위

이상으로 셋팅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1,440분까지 자동 저장

7.  AI를 활용한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은 태양열 보일러 시스템의 작동 원리의 이해

태양열 축열 시스템 자동제어 실습과 각 열교환기의 부하율을 계산

7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1.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성능 자동측정 프로그램은 일사량, 집열면적, 입력창 및 집열량, 부하량, 

효율값 표시 영역, 운전 스위치, 이미지 캡처 버튼이 있으며 1초 단위 이상으로 조정하여

Microsoft Excel 프로그램 방식으로 저장

2.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성능 자동측정 프로그램은 Diagram 표시 영역 및 실시간 온도 표시와

온도 텍스트 표현과 열량 그래프 표시 영역이 가능

3.   AI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 PC에서 집열, 축열, 부하 부의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

AI 태양열 온수보일러 운전 중 온도와 열 교환량을 그래프로 작도 가능

4.   장비 이해를 돕기 위한 계통도를 포함하고 사용자가 선택한 데이터를 실시간 그래프로 보여주며

플로우 차트를 jpg 파일로 저장 가능하다.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기능

7



Diagram 캡처(Flow Chart)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7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의 메인 화면
7

1

2

3 4

1. Diagram 표시 영역 및

실시간 온도, 압력 표시

2. 온도 텍스트 표현

3. 열량 그래프 표시 영역

3. 일사량, 집열면적

입력창 및 집열량,   

부하량, 일사량, 

효율값 표시 영역,  

운전스위치, 

이미지 캡처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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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칭: 태양열 집열기

- 형식: 히트파이프 타입

- 태양열 집열기는 태양으로부터 전달되는 복사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수집,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투명덮개, 흡열판, 단열재 등으로 구성

2. 명칭: 축열조

- 재질: 아크릴

- 히터용량 : 1 kW

- 축열조는 집열기로부터 획득된 열을 저장하였다가 유용한 열에너지로 바꾸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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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칭: Fan형 과열방열기

- 용량 : 1/4HP

- 크기 : 320 × 210 × 95 mm

- 팬 속도 제어 가능

- 공랭식 과열방열기는 태양열 집열기에서 하절기 잉여열을 공기 중에 방열하여

고온고압에 의한 시스템 보호와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4. 명칭: Fan형 열교환기

- 전원 : DC24V, 1.2A - 용량 : 1/4HP - 크기 : 400×250×250mm

- 팬 속도 제어 가능

- Fan형 열교환기는 태양열 집열기에서 데워져 보내진 난방수를 상온의 공기

중에 방출하여 더운 공기를 실내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축열조나 보일러에서

공급된 온수를 주위의 차가운 공기와 열교환시켜 따뜻한 열로 방출하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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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칭: 판형 열교환기(브레이징타입)

- 형식 : 판형 열교환기(물대물) - 용량 : 10,000 kcal/h

- 크기 : 80 × 35 × 190mm

- 집열기에서 획득된 고온과 축열조의 저온을 열교환하는 장치로 1차측 열원은

집열매체로 동절기 동파방지를 위해 부동액을 사용

2차측 열원은 온수 및 난방수 저장을 위해 물을 열매체로 사용.

6. 명칭: 가압펌프

- 유량 : 최대 1.8 m3/h - 양정 : 최대 9m

- 3단 조절 가능

- 가압펌프는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시스템내에서 순환하는 순환수가 부족할 경우

보충수 탱크에 있는 물을 시스템 배관내로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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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명칭: 에어밴드

- 에어벤트는 배관 내에 공기가 고이면 물이나 증기의 순환이 좋지 않게 되고,

방열기의 능력 등도 크게 저하되기 때문에 배관의 높은 부분에서

배관 밖으로 에어를 배출해주는 장치이다.

8. 명칭: 삼방 전동 밸브

- 모델 : STV-300

- 삼방 전동 밸브는 두 방향의 유로를 밀폐 또는 개방하는데 사용되며,

축열조 난방수 또는 보일러 난방수를 전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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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성능 측정 시스템의 다이아그램 및 측정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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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성능 측정 소프트웨어 동작

가. 바탕화면에서 “KTE-7000SB” 아이콘을 더블 클릭

나. 랩뷰 창이 뜨면서 “파일저장경로지정”이 뜨며, 이때 데이터를 저장할

위치에 파일명을 작성하여 “확인”을 누르면 창이 사라지면서

데이터 획득이 시작됨

다. 모든 실험이 끝나면 상부 우측에 위치한 “STOP”버튼을 누르고 종료

라. 데이터는 엑셀파일로 저장되며, 처음 지정한 폴더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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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I 태양열 온수 보일러 성능 측정 빅 데이터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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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조 냉동 시퀀스 제어 실습 장비 특징

1. 공조냉동 국가기술 자격검정(기능사, 산업기사)과 냉동기술 기능경기대회에 사용된 회로 구성 가능

2. 바나나잭 케이블을 사용하여 배선 시간을 단축하고 안전한 실습이 가능

3. 36pin 커넥터를 이용하여 냉동설비 시스템과 연결, 제어가 가능

8

4. 가방 형태로 제작되어 이동 및 수납이 용이

5. 각 소자들을 탈부착 형태로 제작하여 불량 발생 시 손쉽게 교체 가능

표준냉동 시스템

냉매 병렬 팽창밸브 제어 시스템

증발압력 병렬제어 시스템

빙축냉동 시스템

사방밸브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이원냉동 시스템

공기조화 시스템



AI 공조냉동 온도 시퀀스 제어 실습 애니메이션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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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FB 차단기 스위치 (-) 라인 출력단자에서 RL램프 출력단자로 연결

2) RL램프 출력단자에서 MC 전원 출력단자로 연결

3) MC 전원 출력단자에서 COMP 출력단자로 연결

4) COMP 출력단자에서 CFM 출력단자로 연결

5) CFM 출력단자에서 전자밸브 SV 출력단자로 연결

6) SV 출력단자에서 EFM 출력단자로 연결

7) NFB 차단기 스위치 (+) 라인 출력단자에서 RL 램프 입력단자로 연결

8) RL 램프 입력단자에서 ‘b’접점 푸시버튼 PB2 입력단자에 연결

9) ‘b’접점 푸시버튼 PB2 출력단자에서‘a’접점 푸시버튼 PB1 입력단자로 연결

10) ‘a’접점 푸시버튼 PB1 출력단자에서 MC 전원 입력단자로 연결

AI 공조냉동 온도 시퀀스 제어 실습 애니메이션 결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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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조 냉동 PLC 제어 실습 장비 [AI-4000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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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조 냉동 PLC 제어 실습 장비 특징

1.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공조냉동 설비를 PLC 프로그래밍을 하여 제어 가능

2. PLC를 통해 복잡하고 대형인 냉동전기 실험장치를 소형화 및 세트화하여

냉동장치의 구성에 필요한 실험, 실습, 자동제어 회로설계 및 자동제어 구현원리를 학습

3. 36pin 커넥터를 이용하여 냉동설비 시스템과 연결, 제어가 가능

9

4. 가방 형태로 제작되어 이동 및 수납이 용이

표준냉동 시스템

냉매 병렬 팽창밸브 제어 시스템

증발압력 병렬제어 시스템

빙축냉동 시스템

사방밸브 히트펌프 냉난방 시스템

이원냉동 시스템

공기조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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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L2 : 라인전압 N.F.B : 과전류차단기 PL : 램프

PB : 푸시버튼 R : 릴레이 LPS : 저압차단 압력스위치

COMP : 압축기 모터 CFM : 응축기용 휀모터 SV : 전자밸브

EFM : 증발기용 휀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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