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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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 저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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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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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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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습 장비 사양

AI 냉방, 냉동에너지 기계장치부의 구성

(1) 압축기 : 1/2 HP. for R-404A, single 220V, Include Control Box

(2) 응축기 및 휀 모터 : 아크릴 챔버, 1/2 HP, 열교환기는 Air Cooling Type, RPM 제어

(3) 증발기 및 휀 모터

① 증발기 챔버 : Transparent acrylic

② 열교환기 : Air cooling of pin-tube type, surface 1.5㎡, pin pitch 2.5mm, 

tube(3/8″× 7step × 3row × 165EL

③ 휀모터 : Power(24V), AC50/60Hz(0.25/0.26A), Size (φ222mm × 60mm), 

Airflow(680 ~ 765㎥/hr) 220CFM, Weight(1270g), Noise(61 ~66dB) 

Impeller(PBT UL94V-0 Reinforced Plastic), Frame(aluminum Alloy)

④ 댐퍼 : Thickness (8 mm acrylic), rack and pinion type

Ratio of opening and shutting (0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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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냉방, 냉동에너지 실습 장비 사양

(4) 팽창밸브 : Manual Type

(5) 전자밸브 : 3/8“ Welding Type

(6) 압력게이지 : 1 qty each of high and low pressure, oil type

(7) 사이트 글라스 : Welding type

(8) 수액기 : Cylinder type, Include a Service Valve

① 1/2 HP, 22kgf/cm2G, Pressure test(33kgf/cm2G)

② Leak pressure (22kgf/cm2G), 90φ, 265mm

(9) AI 온도통신을 위한 K 타입 열전대선을 사용하여 압축기 입구 및 출구, 응축기 입구 및 출구,

팽창밸브 입구 및 출구의 온도의 빅 테이터를 액셀 파일로 자동으로 저장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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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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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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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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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