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AI-1000A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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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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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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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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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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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사양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기계장치부의 구성
(1) 송풍기 전원 : 220 ~ 24, AC or DC 50/60 Hz
(2) 급기 공기 덕트 : 8t acrylic transparent
(3) 환기 공기 덕트 : 8t acrylic transparent
(4) 댐퍼 1 : 8t acrylic transparent, 4 steps rack and pinion
(5) 댐퍼 2 : 8t acrylic transparent, 3 steps rack and pinion
(6) 댐퍼 3 : 8t acrylic transparent, 3 steps rack and pinion

(7) 챔버 : 8t acrylic transparent, L600 mm * W600 mm * H515 mm
(8) 압축기 : 3/4 HP, R-134a, single 220V 50/60 Hz
(9) 응축기 및 휀 모터 : 1 HP, air cooling type, single 220V 50/60 Hz
(10) 팽창 밸브 : Manual type, Range (1/2~3/2 tons)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사양

(11) 전자 밸브 : 3/8“ welding type
(12) 필터 1,2 : Nonwoven
(13) 수액기 : Cylinder type, Include a service valve, 1/2 HP, 22kgf/cm2G, Pressure test(33kgf/cm2G)
(14) 액분리기 : 1/2 HP, single intake, vertical type
(15) 니쁠 : 1 EA each of high and low pressure
(16) 필터 드라이어 : 3/8“ welding type
(17) 압력 게이지 : 1 EA each of high and low pressure
(18) 사이트 글라스 : Welding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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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열 히터 : Electric heater, M-type, pin-type 500 W, AC 220V
(20) 재열 히터 : Electric heater, M-type, pin-type 500 W, AC 220V
(21) 예냉 코일 : Pin-tube air cooling type, pin pitch 2.5 mm, tube 3/8“ x 7 step x 3 row x 165EL
(22) 재냉 코일 : Pin-tube air cooling type, pin pitch 2.5 mm, tube 3/8“ x 7 step x 3 row x 165EL

(23) 가습기 : 12 V/DC, detecting range : 20 ~ 90 % RH,
Output range : 4 ~ 20 mA, Sensor type : Resistance, accuracy < ± 3%
(24) 온도 센서 : K-type thermocouple, 9 qty (basic specification)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사양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자동 제어 장치부의 구성
(1) 전원, 램프 및 부저

(2) M/C, 릴레이, 타이머

① S.M.P.S : 24V, 3.1A, 1 qty

① Magnet contactor : DC 24V, 9A, 5a, 2b, 2 qty

② N.F.B : 15 A, single phase, 1 qty

② Relay base : DC 24V, 8 pin

③ Buzzer : DC 24V, 1 qty

③ Relay : DC 24V, 8 pin

④ AC Lamp : AC 220V, 1 qty

④ Timer : DC 24V, 24 hour

⑤ Toggle switch : 1 qty
⑥ Fuse & Holder : 1 qty

(3) 온도 인디케이터 모듈

⑦ Push button : 5 qty

① Temperature Indicator : 5 qty

⑧ Lamp : Green, Yellow, Red each of 1 qty

② Temperature Controller : 3 qty

⑨ Select Switch : 1 qty

③ Humidity Controller : 1 q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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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의 덕트 구성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의 덕트 구성

Air Duct Figure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의 덕트 구성

Intake and exhaust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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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asureme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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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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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실행

바로 가기

시작 메뉴

아이콘

① 도구 및 설정
② 습공기 선도 내 좌표 위치
③ 온도 습도 값 입력 / 좌표 위치
④ 습공기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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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공기 조화 실습 장비 성능 자동 측정 프로그램 구성

건구온도 (DB), 절대습도 (X) 표시

엔탈피 (H), 습구온도 (W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