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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비 소개

본 실험 장치는 차량에서 사용되는 냉·난방 모듈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운전, 수리 및 실험이

용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Data 취득 장비(DA100)를 사용하여 PC로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PC에 실험 Data 저장이 가능합니다.

본 실험 장치는 차량용 냉·난방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속에 대한 이해를 돕고 각각의 운전

조건에 따른 냉·난방 성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습니다.

그림 1-1 차량용 에어컨 전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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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 부품

- FATC (Full Automatic Temperature Control Unit)

풍량, 온도, 에어콘, 내/외기, AQS, 풍향모드, 실내온도 및 자동

모드전환

자동 및 수동으로 차량 실내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음.

실내온도 센서가 장착되어 있음.

- INVERTER (iG5A)

※ 작동방법

MOTOR S/W “ON”시킨 뒤 INVERTER의 "RUN" 버튼을 누른다.

※ RPM 조절

“ENT” 버튼 누른 후 양쪽의 커서를 이동 시켜서 주파수를 변동 시킨

뒤 “ENT” 버튼을 두 번 누른다.

(20Hz 이하로 작동 시키지 말 것)

- RPM RANGE (주축 : 풀리 = 1 : 1.5 )

작동 주파수 영역 : min 20 ~ max 60Hz

주축 : 533 ~ 1600 RPM

압축기 풀리 : 800 ~ 2400 RPM

- CONTROL PANEL

VOLT METER : 차량 배터리 역할을 하는 S.M.P.S 의 전압을 측정

HEATER TEMP' : 난방의 역할을 하는 항온조의 온도를 측정

ROOM TEMP' : 차량실내의 온도를 측정

- TOGGLE SWITCH

CFM LOW ON/OFF
응축기

팬
※ MANUAL 작동 시 사용

HEATER ON/OFF 가열기 CFM HI ON/OFF 응축기 팬

COMP' ON/OFF 압축기 PUMP ON/OFF 항온조 펌프

DC ON/OFF S.M.P.S MOTOR ON/OFF 3 상 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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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기온도센서

AQS 센서의 컨넥터 부위에 장착되며 외부공기 온도를 감지하는

부특성 서미스터가 내장되어 있다.

온도상승 → 저항감소

온도하강 → 저항상승

온도감지 시 에어컨 ECU에 전달되고 ECU는 토출 온도와 풍량이

운전자가 선택한 온도에 근접하도록 보정한다.

- 차량용 압축기 (사판식 : SWASH TYPE)

엔진 V-벨트로 구동되며 저온 저압의 가스 냉매를 고온 고압 가스로

만들어 응축기로 보낸다. 압축기를 제어 할 수 있는 마그네틱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다.

∴ 압축기 상부에 고압안전밸브 (PRV : Pressure Relief Valve) 가

부착되어 있다.

- Receiver Dryer (수액기 + 드라이어)

응축기 출구 측에 부착되어 있으며 냉매에 들어있는 수분을 흡수하고

냉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냉매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 Receiver Dryer 상부에 트리플 스위치(Triple Switch)있음.

- AQS (Air Quality Sensor) : 유해가스 감지용 반도체 센서

유해가스를 감지하여 청정공기만을 유입시킴으로써 승차공간내의

공기 청정도와 환기상태를 최적으로 유지하는 외부공기 유입

제어장치이다.

감지대상 가스

디젤 엔진 배기가스 : NO, NO x , SO2

가솔린 및 LPG 차량의 배기가스 : CxHY,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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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온센서

히터코어에 장착되며 센서신호는 난방기동 운전시 사용된다.

- 펌프 (Water Pump)

자동차에서 워터펌프(Water Pump)의 역할을 대신하며, 항온조에서

나온 따뜻한 물을 히터-코어에 보낸다.

Setting Temp' : 78℃ (라디에이터 측 냉각수 온도기준)

(차량 난방 시 적용)

- DA100 (Data Acquisition Module)

차량 공조기기의 냉동구성 품 각 부분의 온도 및 압력을 취득 하여

컴퓨터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프로그램 DA100 (KTE-1000BA)

- Circuit Diagram, P-H Diagram

- 크랭크 각 센서 (CRANK ANGLE SENSOR)

크랭크 각 센서는 점화시기와 연료분사 시기를 정하는 가장 중요한

센서이다.

ECU는 초기 시동시 시동이 걸려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공회전(IDLE OPERATING)상태의 엔진 RPM을 CAS를 통하여 신호를

받으며, 이 신호가 있어야만 ECU를 통한 자동차 전기전자장치의

통신이 가능하다. (차량공조 실험 시 CAS 앞의 회전자가 회전 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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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P.S (Switching Mode Power Supplies) (DC12V / 80A)

자동차의 배터리 역할을 하며 상시 DC 12V 출력을 낸다.

FATC, FAN, COMP‘, ECU등의 상시 전원공급

- 릴레이 박스 (RELAY BOX)

차량의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릴레이(RELAY)를 한 곳에 모아 놓은

박스

- 키 박스 (KEY BOX)

키 박스는 LOCK, ACC, ON, START의 순서로 진행되며

장비작동 시 “START”후 “ON”상태로 두어야 공조장치를 운전 할 수

있다.

장비정지 시 “LOCK”상태로 돌려놓는다.

- ECU (Electronic Control Unit)

차량 전자제어 장치를 말하며, 차량공조도 제어대상 중 하나이다.

센서를 통해 입력된 신호들을 활용하여 압축기와 응축기 팬의

동작제어를 실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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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퓨즈박스 (FUSE BOX)

차량의 전기장치에 사용되는 퓨즈(FUSE)를 한 곳에 모아 놓은 박스

- 서미스터 (THERMISTOR)

EVAPORATOR의 취출구 혹은 흡입구 측에 부착된 센서에 의해

차 실내의 온도를 감지하여 THERMISTOR에 입력된다.

THERMISTOR에서 비교된 결과를 차량 ECU로 출력해서 A/CON

COMPRESSOR RELAY를 작동시켜 마그네틱 클러치를 ON/OFF

한다.

- 일사센서 (PHOTO SENSOR)

PHOTO SENSOR는 차내 앞좌석 크래쉬패드 중앙에 부착되어 있으며,

일사량을 감지하고, 컨트롤에 신호를 보내어 일사량에 따라

토출온도와 풍량이 운전자가 선택한 온도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센서이다.

- 습도센서(HUMIDITY SENSOR)

차내 좌측 뒤에 위치하며, 차내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를

감지하여 전기신호로서 AUTO CONTROL로 신호를 전송하며,

A/CON을 ON/OFF 시켜 차내 습도를 가감시키는데 필요한 DATA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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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TR (POWER TR)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이루어진 능동소자.

FATC의 신호를 출력에 따라 입력되어지는 BASE 전류로 BLOWER

MOTOR에 흐르는 전류를 제어함으로써 MOTOR SPEED를 제어할 수

있는 소자이다.

- 전기식 액추에이터 (ELECTRONIC ACTUATOR)

전기식 액추에이터는 전기 구동모터의 회전을 이용한 것으로, 모터의 회전을 윔 기어로

감속시키고, 렉 기구로 한 번 더 감속시킨 후 작선 운동으로 변환시킨다. 이 렉이 연결 기구를

통하여 도어(DOOR)의 개도를 조절한다. 전기배선은 물론 회전방향과 회전 량을 조절하기 위한

전기장치 및 조절장치가 필요하며 진공식보다 가격이 비싼 결점이 있으나 조절 정도나 내구력,

소음측면에서 우수하다.

- 온도 액추에이터 (TEMP‘ ACTUATOR)

HEATER UNIT CASE 아래쪽에 위치하며, CONTROL로부터 신호를

받아 소형 DC MOTOR로 TEMP, DOOR의 위치를 조절하며,

ACTUATOR내의 전위차계는 TEMP. DOOR의 현재위치를 CONTROL로

FEEDBACK시켜, 컨트롤이 요구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ACTUATOR의

소형 DC MOTOR가 작동을 멈추도록 CONTROL로부터 나가는 신호를

OFF 시키도록 한다.

- 모드 액추에이터 (MODE ACTUATOR)

모드에 따라 풍향을 변경시켜주는 액추 에이터로서,

1. VENT

2. VENT/HEAT

3. HEAT

4. DEF/HEAT

5. DEFROST, 5 가지 모드로 구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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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기 액추에이터 (IN/OUTDOOR AIR CONTROL ACTUATOR)

EVAP‘ & BLOWER 유닛의 내외기 도입부 덕트에 부착되어 있으며,

내외기 선택 스위치에 의해 내외기 도어를 구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3. 장비사용

3-1. Hardware 사용

가. CONTROL PANEL의 N.F.B 를 "ON"

※ VOLT METER에 12V가 측정되는지 확인하십시오.

나. MOTOR S/W "ON"

※ INVERTER 표시 창에 전원이 인가되는지를 확인하십시오.

※ 주파수 (20~60Hz)를 조절한 뒤 "RUN" 버튼을 누르십시오.

다. HEATER 및 PUMP S/W "ON"

※ 항온조에 물이 있는지 설정온도가 78℃지를 확인하십시오.

라. 실내의 KEY BOX에 키를 꽃은 뒤 “ON”에 위치시킨다.

※ 키는 항상 꽃아 두십시오. (분실 시 키 박스를 바꾸어야 합니다.)

마. FATC UNIT에 전원이 공급되는 가를 확인한다.

바. DA100 MODULE과 PC를 연결한다.

※ DA100 MODULE에 전원이 연결 되었는가 확인하십시오.

※ SERIAL CABLE 및 SERIAL TO USB GENDER가 연결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사. 실험방법에 맞게 모드, 온도, 내 / 외기를 조절하여 실험, 실습한다.

※ 34page 자동차 에어컨 성능 실험을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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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Software 사용

가. 메인 화면

DA100 PCB Hardware DA100 메인 화면

나. 성능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DA100의 메인구성

(1) 공조 냉동 관련 실험장비

Ÿ KTE-1000BA : 표준 냉동 실험장비

Ÿ KTE-1000TP : 온도, 압력, 제상자동제어 냉동 실험장비

Ÿ KTE-2000EP : 증발압력 병렬제어 (E.P.R 제어) 냉동 실험장비

Ÿ KTE-2000EV : 냉매병렬 밸브제어 냉동 실험장비

Ÿ KTE-3000HD-H : 사방밸브 제어 히트펌프 난방 실험장비

Ÿ KTE-3000HD-C : 사방밸브 제어 히트펌프 냉방 실험장비

Ÿ KTE-5000LT : 초저온 이원냉동 실험장비

Ÿ KTE-6000BR : 브라인 냉동(빙축 냉동) 실험장비

Ÿ KTE-9000AU : 차량용 냉방 실험장비

Ÿ KTE-1000AHU : 공기조화 실험장비

Ÿ KTE-2000AHU : 칠러 방식 공기조화 실험방식

(2) 태양열 & 지열 실험장비

Ÿ KTE-7000SR : 태양열 복사 에너지 실험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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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KTE-7000SB :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험장비

Ÿ KTE-7000PVT : 태양광-열 복합 실험장비

Ÿ KTE-7000GH-H : 지열 히트펌프 난방 실험장비

Ÿ KTE-7000GH-C : 지열 히트펌프 냉방 실험장비

(3) 태양광 & 풍력 발전 실험장비

Ÿ KTE-HB520 : 하이브리드 (태양광, 풍력) 전력변환 실험장비

Ÿ KTE-7000SG : 태양광 발전 실험장비

Ÿ KTE-7000WG : 풍력발전 실험장비

Ÿ KTE-7000SH : 태양광 이용 수소 연료전지 실험장비

다. DA100 메인 구성

차량용 냉방 시스템 메인 구성

(1) 차량용 냉방 시스템 다이어그램

: 압축기 → 응축기 → 전자 밸브 → 수동 팽창밸브 → 증발기 →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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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도, 압력, 엔탈피 계측

(3) 실시간 P-h 선도 작도 모니터링

(4) 냉방 효과 (qe), 압축일의 열당량 (Aw), 응축기 방출열량 (qc), 증발잠열 (qr), 팽창밸브 통과

직후의 습도 (y), 이론적 성능계수 (COP) 계산값

(5) 데이터 저장 기능

(6) P-h 선도, 시스템 다이어그램 캡쳐 기능

■ DA100 프로그램 기능

① 온도, 압력 값이 실시간으로 계측 저장된다.

② 실시간으로 엔탈피 값이 저장되고, 열량 및 COP 값이 계산된다.

③ 실시간으로 P-h 선도가 작도되어 성능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④ 36 핀 커넥터를 연결하면, 바나나 잭으로 연결하지 않아도 소프트웨어 상에서 냉동 시스템을

작동 시킬 수 있다.

⑤ 시스템에 사용되는 냉매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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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능분석

실험은 에어컨의 운전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내온도 20±2℃, 증발기 코아 측 온도 1℃

이하에서 핀 서머 스위치가 OFF되면서 압축기의 마그네틱 클러치를 OFF시켜 에어컨 시스템내의

결빙을 방지를 도모하고 있으며, 장비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발된 KTE-9000프로그램(Data

Acquisition & System Monitoring Program)을 적용하여 기존 Data Logger 와 동시에 측정하였고,

차량용 에어컨 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신냉매(R-134a)의 충전량에 따라 압축기 회전수를

1000rpm, 1500rpm, 1700rpm으로 변화하여 냉매시스템의 각부의 온도 및 압력을 측정하여

성능 자동측정장치 프로그램에서 각종 열량 및 성능인자를 산출하였다.

가. KTE-9000과 Data Logger 의 측정 결과 비교

에어컨시스템의 각 구성 품에 대한 온도 측정 후 비교한 결과는 그림 3-3-1∼그림 3-3-4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 결과로서 압축기 입구는 0∼4℃. 압축기출구는 -1∼3℃, 응축기 입구는

0∼4℃응축기 출구는 1∼5℃, 팽창밸브 입구는 0∼4℃, 팽창밸브 출구는 -1∼3℃, 증발기 출구는 -

2∼3℃ 산포를 얻게 되어 장비의 정확도 및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그림 3-3-1 압축기 입.출구의 온도 비교 그림 3-3-2 응축기 입.출구의 온도 비교

그림 3-3-3 팽창밸브 입.출구의 온도 비교 그림 3-3-4 증발기, 코아 및 실내온도 비교

나. 열교환량과 성능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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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5은 냉매 충전량을 700g에서 압축기 회전수를 1700rpm, 1500rpm, 1000rpm으로

변화시켰을 때 온도 및 압력을 계측하여 데이터 기록 및 시스템 모니터링 프로그램에서 산출한

압축기일, 냉동효과, 응축열량 및 성능계수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에어컨의 운전에 따라

성능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압축기일 증가에 따라 성능계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고찰할

수 있었다.

그림 3-3-5 열교환 량과 성능계수의 비교

다. Mollier 선도상의 비교

그림 3-3-6는 압축기 회전수 1700rpm에서 냉매 충전량 650g, 700g, 800g의 변화에 따른

증기압축 냉동사이클 선도를 개발된 프로그램에서 얻은 P-h선도를 나타낸 것으로 냉매 충전량이

증가할수록 압축기 일을 감소하여 압축기후의 압력이 떨어지는 경향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냉매

충전량이 증가하여 냉매유동성을 원활히 할 수 있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3-3-6 몰리에르 선도상의 특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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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용 에어컨의 정비

4-1. 차량용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의 특징

가. 자동(FATC) or 수동으로 통제하는 ECU와 기타 안전장치

전자동식 에어컨 (Full-Auto A/CON) FATC는 희망설정온도 및 각종센서(내기온도 센서,

외기온도 센서, 일사 센서, 수온 센서, 덕트 센서, 차속 센서)의 상태가 컨트롤 유닛에 입력되면

컨트롤 유닛에서 필요 토출 온도를 산출하고 또한 PBR, PTC, 스위치 류의 입력을 처리하여

그것을 기초로 각 액추에이터(Actuator)에 신호를 보내어 제어한다.

나. 반자동식 에어컨(SATC)와 전자동식 에어컨(FATC)의 차이

Table. 4-1 SATC 및 FATC TYPE A/CON의 비교

습도 센서 - O

뒷자석 전용 에어컨 - O (차량에 따라 다르다.)

냉방자동제어기능 수동제어 자동제어

차속센서 풍량보정 - O

일사센서 온도보정 - O

설정온도 변화 1℃ 0.5℃

반자동식 에어컨(SATC) 전자동식 에어컨(FATC)

Table. 4-2 SATC와 FATC의 비교

인테이크 제어 수동조작
외기 온도변화에 대해서 FRESH, 1/3

FRESH, REC으로 자동전환

COMP‘ 제어 → 내·외기 온도 변화에 대해서 ON/OFF

모드 제어 수동 선택(운전자)
토출구 온도변화에 대해서 벤트,

바이레벨, 히트를 자동전환

풍량 제어
파워 TR에서 무단변속

(베이스 전위변화)

파워 TR에서 전원 무단변속

믹스도어의 개도변화에 대해 제어

실내온도 조절

각 센서의 신호를 받아 설정

온도 범위 내에서 풍량,

COMP' 제어, 믹스제어로

온도조절

각 센서의 신호를 받아 설정온도범위

내에서 풍량, COMP‘ ON, OFF,공기

토출구 믹스컨트롤, 인테이크를 전환

센서 덕트, 외기, 내기, 수온 덕트, 외기, 내기, 수온, 일사센서

에어컨 컨트롤

유닛
→ COMP' ON, OFF 제어

구성 구분 SATC FA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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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OFF 후 재작동시 OFF직전의 자동

상태로 기억 작동하게 함.

믹스 도어 →
오토 컨트롤 유닛에서 제어

설정온도와 실온의 균형점에서 정지

일사보정 없음 일사센서

냉방기동 제어 기능 없음

순간적으로 더운 바람 토출방지

풍량 LOW → 목표풍량까지 도달 IG

ON후 7초간 LOW BLOWER 30초간

정상작동 지연

난방기동 제어 →

수온 50℃이상까지 LOW에 블로워

고정, 모드는 DEF에 고정,

수온상승→ 풍량증가 모드는

DEF→DEF/HEAT→HEAT로 전환

4-2. FATC TYPE A/CON의 SENSOR류

가. 파워 TR (POWER TRANSISTOR)

파워 TR은 블로워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NPN형의 TR을 사용하는데, 속도조절은

버튼을 작동한 횟수만큼 에어컨 ECU에서 파워TR의 베이스 전류를 제어하여 TR을

"ON"시키므로 제어된다. 즉, 컬렉터 전압의 변화가 곧 속도조절이 되는 것이다. 또한, 모터가

회전할 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하여 설정된 속도와 다르게 회전하는 현상을 막기 위하여 컬렉터

전압을 에어컨ECU에서 입력받아 설정된 전압과 차이가 발생할 시 컬렉터 전압을 제어하여

블로워 모터를 일정한 속도가 되도록 한다.

그림 4-1 파워 TR의 장착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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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파워 TR의 작동회로

※ 파워 TR의 점검법

파워 TR의 점검은 배선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베이스와 컬렉터 양 단자간의 전압을 블로워

모터를 회전시키면서 점검한다. 아래 표를 참조한다.

전압값(베이스와 컬렉터간의 전압) 5.2±0.5V 8.1±0.5V 10.8±0.5V

블로워 속도 2 단 4 단 6 단

나. 일사 센서 (Photo Sensor)

일사 센서(Photo Sensor)는 메인 크래쉬패드 중앙에 위치하여 광기전성 다이오드를 내장하고

있으며, 일사량 감지는 광기전성 다이오드에 빛이 받아들여지는 양에 비례하여 기전력이

발생되고, 이 기전력이 에어컨 ECU에 전달되어 토출온도와 풍량이 운전자가 선택한 온도에

근접할 수 있도록 보정된다.

그림 4-3 일사 센서의 위치

그림 4-4 일사센서의 보상제어 그래프

-일사량이 0 ~ 350W/m2 일 경우, 보상치 0℃

- 350 ~ 1,000W/m2 일 경우, 보상치 선형 증가하며 최대 보상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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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일사센서의 회로 및 점검

※ 일사센서 점검법

일사센서의 점검은 일사센서의 라이트 리시버 (Light Receiver)를 손으로 가린 뒤와 가리지

않았을 때의 전류 값을 비교하여 가리지 않았을 때의 전류값이 더 크면 센서는 정상이라고

판단한다. 아래 표를 참조한다.

83.7 70,000

76.2 60,000

67.7 50,000

58.8 40,000

46.6 30,000

36.0 20,000

21.4 10,000

출력전압 (mV) 조도 (Lux)

다. 실내 온도센서 (IN-CAR Sensor)

그림 4-6 차종별 실내온도센서의 장착위치

실내 온도센서(IN-CAR Sensor)는 차량 실내온도를 감지하여 에어컨 ECU에 입력시켜 주는 일을

하며, 에어컨 ECU는 이 값에 의해 AUTO 모드 시 블로워 모터의 속도, 온도조절 액추에이터 및

내/외기 전환 액추에이터의 위치를 보정해 준다. 실내 온도센서는 부 특성 서미스터를 이용한

센서로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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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실내온도 센서의 온도특성 그래프

※ 실내 온도센서의 점검법

점검은 아래 특성표의 온도에서 두 단자간의 전압 및 저항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10 3.31 58.75 -15 4.36 205.72

20 2.77 37.30 -10 4.20 157.84

25 2.50 30.00 -5 4.01 122.00

30 2.24 24.26 0 3.80 94.98

온도(℃) 전압(V) 저항(kΩ) 온도(℃) 전압(V) 저항(kΩ)

라. 외기 온도센서 (Ambient Sensor)

그림 4-8 외기 온도센서의 장착위치

외기 온도센서(Ambient Sensor)는 라디에이터 전면부에 장착되어 있으며, 외부공기의

온도를 감지하여 ECU에 입력시켜 주면, 이 신호에 의해 ECU는 토출온도와 풍량이 운전자가

선택한 온도에 근접하도록 보정한다.

실내 온도센서와 마찬가지로 부 특성 서미스터를 이용한 센서로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그림 4-9 외기온도 센서의 온도특성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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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기 온도센서의 점검법 (실내 온도센서의 점검법과 같다.)

10 3.31 58.75 -15 4.36 205.72

20 2.77 37.30 -10 4.20 157.84

25 2.50 30.00 -5 4.01 122.00

30 2.24 24.26 0 3.80 94.98

온도(℃) 전압(V) 저항(kΩ) 온도(℃) 전압(V) 저항(kΩ)

그림 4-10 외기 온도센서의 회로

마. 습도 센서 (Humidity Sensor)

그림 4-11 습도센서의 회로 및 구조

그림 4-12 외기온도 및 습도에 따른 A/C의 작동

습도센서는 리어 선반 트림에 설치되어 차내 습도를 감지하여 에어컨 ECU로 보내주며, 에어컨

ECU는 이 신호를 이용하여 차내 습도, 차내 온도, 외기 온도 및 내/외기순환 모드상태에 따라서

드라이 운전을 행함으로서 차내의 습도를 조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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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수온 센서(Water Sensor)

수온센서(Water Sensor)는 히터코어에 장착되어 있으며, 히터코어에 흐르는 냉각수 온도를

감지하여 에어컨 ECU로 전송한다. 에어컨 ECU는 설정온도와 실내온도, 외기온도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난방기동 제어가 되도록 한다.

Fig. 13 수온센서의 단자점검

Fig. 14 수온센서 위치 및 특성표

∴난방기동 제어란?

AUTO 모드에서 풍향이 B/L, FLOOR일 때, 에어컨 ECU 설정온도가 실내온도보다 3℃이상 높고,

수온센서의 온도가 58℃이하인 경우 풍향을 DEFROST모드로 액추에이터를 구동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가운 공기가 승객의 발쪽으로 토출되는 것을 방지.

외기/실내 온도센서와 마찬가지로 부 특성 서미스터를 이용한 센서로서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이

작아지고,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이 커지는 특성이 있다.

※수온 센서의 점검법

아래의 특성표의 온도에서 두 단자간의 저항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확인한다.

40 2.00 5.33 -5 4.20 42.27

60 1.19 2.50 0 4.02 31.61

80 0.69 1.27 15 3.33 15.89

100 0.40 0.69 25 2.78 10.00

온도(℃) 전압(V) 저항(kΩ) 온도(℃) 전압(V) 저항(k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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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차 에어컨 시스템

그림 5-1 Vehicle Air Control System

실차 에어컨은 증발 → 압축 → 응축 → 팽창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냉매는 액체 → 기체

→ 액체로 변화를 반복하며 순환한다.

자동차 실내에는 외부 및 내부에서 여러 가지 열이 가해지며, 차내 열부하라한다.

실차 냉방 시 에어컨은 차내 열부하를 그림 5-1Vehicle Air Control System을 사용하여 열을

외부로 버리는 역할을 하며, 난방 시 자동차의 냉각수를 히터-코어로 보내어 엔진 냉각열을

차내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 회색 선은 냉매의 흐름라인이며

※ 화살표는 차량 외부와 내부의 열교환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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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동차 에어컨 시스템 종류 (TXV TYPE - 블록형)

※ TXV TYPE : THERMO EXPANSION VALVE TYPE

그림 5-2 TYPE A/CON CYCLE

에바포레이터(EVAPORATOR) : 안개 상태의 냉매가 기체로 변하는 동안 냉각 팬의 작용으로

에바포레이터 핀을 통과하는 공기 중의 열을 빼앗는다.(주위는 차가워진다.)

블로워 모터 : 차내의 부압의 공기를 에바포레이터로 전달하며 공기를 차내로 공급한다.

컴프레서 : 엔진에 의해 V-벨트로 구동되어지며 저온 저압 가스냉매와 고온고압 가스를 만들어

콘덴서로 보낸다. 컴프레서를 제어할 수 있는 마그네틱 클러치가 설치되어 있다.

리시버 드라이어 : 냉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흡수하여, 냉매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냉매를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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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각 구성부품 구조와 원리

가. 컴프레서(Compressor)

※ SWASH TYPE : 사판식

그림 5-3 사판식 압축기의 구조

사판식 압축기는 샤프트(SHAFT)에 사판(SWASH PLATE)을 설치하여 샤프트를 회전시킴으로서

사판의 회전운동을 피스톤의 왕복운동으로 변화시켜 냉매가스의 흡입 및 압축을 행한다. 피스톤

양단에서는 냉매가스의 흡입, 토출을 행하는 밸브 플레이트, 샤프트와 실린더 헤드 사이에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한 샤프트 씨일(SEAL)이 조립되어 있다.

그림 5-4 고압 안전밸브

(1) 고압 안전밸브

1) 이상 고압 발생 시 냉매와 오일을 방출(시스템 안정화) 작동압력 : 35.3~42.2kg/㎠

※ PRV가 작동한 후에는 SYSTEM내에 냉매 재충전과 오일 부족분을

주입해주어야 한다.

(2) 벨트 록 컨트롤러

1) 벨트 LOCK 보호 기능

2) 에어컨 시스템 내부고착 클러치 슬립 발생 시 벨트 록 컨트롤러 작동

(온도퓨즈 방식 : Clutch Slip 열(184℃ OFF)을 감지하여 온도퓨즈가 끊어져 Coil

전원차단을 유도하여 Belt 와 Engine을 보호한다.)



27

(3) 컴프레서 작동회로

그림 5-5 Compressor 작동회로

나. 리시버 드라이어 (Receiver - Dryer)

철재 또는 알루미늄재 원통형 본체에 필터, 건조제, 파이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구 측

파이프로 유입된 액냉매는 필터와 건조제를 통과하면서 이물질 및 수분이 제거되고 본체 바닥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 출구 측 파이프를 통하여 팽창밸브 쪽으로 배출된다.

그림 5-6 리시버 드라이어의 구조

다. 트리플 스위치 (TRIPLE SWITCH)

(1) 구조와 기능

리시버 드라이어 상부에 위치한다. 세 개의 압력 설정치를 갖고, DUAL S/W기능에 FAN SPEED

조절용 HIGH PRESS. S/W기능을 접목시킨 것이다. 고압측 압력을 감지, 압력이 규정치 이상으로

올라가면 S/W접점을 ON시켜 FAN이 고속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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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리플 스위치 작동압력

(3) 압력에 따른 COMP‘ & COND’ FAN 작동관계

11.5 - 2.0 ON OFF 압력 하강

26.0 - 11.5 ON ON 압력 하강

32.0 이상 OFF ON 이상 고압

15.5 - 32.0 ON ON 압력 상승

2.3 - 15.5 ON OFF 압력 상승

압 력 COMPRESSOR CONDENSER FAN 비 고

그림 5-7 트리플 스위치의 작동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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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히터, 증발기 및 블로워 유닛

그림 5-8 INSTRUMENT TYPE 공조기의 전, 후면

(1) 증발기(EVAPORATOR)

에바포레이터는 팽창과정을 거쳐 유입되는 습포화 증기상태의 저온저압의 냉매를 차실내/외의

공기와 열교환 시켜 과열 증기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한다.

열을 빼앗긴 공기는 저온저습상태로 변화하고 블로워에 의해 차량의 실내로 토출되어 차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냉각작용에 의해 공기 중의 습도가 응축 되어 수분이 발생되면 에바포레이터

코어(CORE)의 외측표면에 응축수가 남게 되어 공기가 통과할 수 있는 면적을 감소 시키므로

배수를 용이하게 하여야한다.

그림 5-9 EVAP'-C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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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팽창밸브(EXPANSION VALVE)

1) 기능

팽창밸브는 에바포레이터 입구에 장착되어 콘덴서로부터 유입되는 고온, 고압의 액냉매를

교축작용을 통하여 저온, 저압의 습포화 증기 상태로 변화시켜 에바포레이터에서 증발이

용이하도록 하여준다.

2) 블록형 팽창밸브 (BLOCK TYPE EXPANSION VALVE)

뉴 EF-소나타차량은 블록형을 사용하며, 장착위치는 엔진룸에 위치하여 팽창밸브에서 발생되는

소음감소와 팽창밸브 교환 시 정비성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팽창밸브는 시스템 내에 냉매가 저

충전 되었거나, 진공불량이 되어 공기가 혼입될 경우에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소음발생시

냉매 적정량 및 진공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주의】

팽창밸브 프라스틱 캡이 이탈되면 감온통에 엔진룸 열이 전달되어, 팽창밸브 다이어프램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승되어 에바포레이터로 공급되는 냉매량이 과다하여 에바 포레이터에서

증발하지 못한 액냉매가 컴프레서로 유입되어 컴프레서가 손상될 수 있다.

그림 5-10 블록형 팽창밸브

(3) 증발기 온도감지 센서

- 서미스터(THERMISTOR) : FATC 사양

1) 기능

매뉴얼 사양과 마찬가지로 결빙 되는 것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며, 에바포레이터 코어의

온도를 감지하여 엔진 ECU로의 컴프레서 작동릴레이 출력을 차단한다.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 값이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저항 값이 낮아지는 부특성 서미스터를

사용하여 에바포레이터 코어의 감지 0.5℃ 이하일 경우, 에어컨 ECU에서 트리플 스위치의

출력전원을 12V출력에서 0V로 출력제어 한다. (에어컨 컴프레서 작동은 엔진ECU C13번 단자에

12V 인가 시, A21번 단자가 접지되어 에어컨 릴레이가 ON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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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서미스터의 신호감지

2) 단자 및 온도 VS 저항 특성표

40 2.18 2.32 2.46

30 3.14 3.31 3.50

20 4.63 4.86 5.09

10 7.04 7.32 7.61

3 9.59 9.95 10.25

0.5 10.75 11.14 11.44

0 11.00 11.36 11.70

-10 17.50 18.20 19.00

온도(℃) 최대저항(㏀) 저항(㏀) 최소저항(㏀)

그림 5-12 단자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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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어컨 필터 (A/CON FILTER)

1) 기능

에어컨 필터의 사용으로 차량실내의 이물질 및 냄새를 제거하여 항상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

시켜준다. 그리고 필터는 선택사양 이므로, 필터가 장착되어 있지 않은 차량은 구입하여 장착할

수 있다.

그림 5-13 에어컨 필터

2) 교환주기

필터를 장기간 교환하지 않을 경우, 필터가 이물질에 의해 막혀 블로워 모터소음이증가하며,

토출 풍량이 극히 감소하게 된다. 필터의 교환주기는 5,000 -12,000 Km이나, 대기오염이

심한지역이나 도로조건이 나빠 먼지나 매연 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 운행 시는 수시점검 및

교환해 주어야 한다.

3) 교환방법

글러브 박스를 탈거 후 , 에어컨 필터 커버의 하단 록킹(LOCKING)부를 앞으로 당겨 탈거 후

필터를 꺼내면 된다. 필터를 교환할 때에 필터에 바람 방향표시가 블로워 모터 쪽으로

장착되도록 반드시 화살표 방향을 확인하여 장착하여야 한다.

그림 5-14 에어컨 필터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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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블로워 모터(BLOWER MOTOR)

그림 5-15 Blower Motor 의 형상

1) 사양

- 종류 : DC FERRITE

- 인가 전압 : DC 12 VOLTS

- 회전 방향 : 시계방향

2) 점검 방법 : "+" 단자에 임의 전압을 가하고, "-" 단자에는 GROUND로 하여 점검한다.

3) 단자 및 회로도

그림 5-16 Blower Motor 의 단자형상 및 회로도

(6) BLOWER SPEED 조절장치

1) 블로워 레지스터 (BLOWER RESISTOR) : MANUAL 사양

그림 5-17 형상 단자도 회로도

- 장착위치 : EVAP & BLOWER UNIT의 측면에 장착되어 있으며, 글로브박스를 탈거하면

RESISTOR 교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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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8 BLOWER RESISTOR

- 점검방법

그림 5-19 Multi-Tester 를 이용한 점검방법

그림 5-19와 같이 단자간 저항을 측정하여 표준 값에 들어오는지 확인한다.

단자 3 - 4 2.3± 5%

단자 3 - 2 1± 5%

단자 3 - 1 0.35± 5%

측정단자 측정값(Ω)

(7) 파워 TR (POWER TR) : FATC사양

그림 5-20 POWER TR 형상 및 단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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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착위치 : EVAP' & BLOWER UNIT의 측면에 장착되어 있으며, 교환방법은 글로브 박스를

탈거하면 교환이 가능하다. (AUTO 사양의 POWER T/R의 장착위치는 RESISTOR와 동일함)

(8) 블로워 및 파워(POWER) TR관련 전기회로도

그림 5-21 Blower & Power TR Circuit Diagram

6단 10.6 ± 0.5

4단 7.9 ± 0.5

2단 5.2 ± 0.5

단수 전압값 (V)

* BLWR 양단간 전압측정값(차량전압 12V시)

(9) 히터 유니트(HEATER UNIT)

히터 유니트는 히터 케이스 내에 엔진 냉각수가 흐르는 히터코어(HEATER CORE)와 공기방향

조절용 모드도어(MODE DOOR), 온도조절용 에어믹스도어(AIR MIX DOOR)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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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히터코어(HEATER CORE)

그림 5-22 HEATER-CORE

엔진을 순환하며 연소 시 발생하는 열을 흡수한 고온의 냉각수가 히터 코어를 순환하는 동안

튜브(TUBE)와 핀(FIN)의 열 교환에 의해 외부에서 공급되어진 공기를 통과시켜, 실내에 더운

공기를 공급 해주는 열교환기이다.

(11) 내, 외기 액추에이터

- 기능 : EVAP‘ & BLOWER UNIT의 내외기 도입부 덕트에 부착되어 있으며, 내외기

선택스위치조작에 의해 내외기 도어를 구동시킨다.

그림 5-23 In/Out Door Actuator 장착위치 및 회로도

- 작동방법 : 2 번 단자에 "+"전압 인가 시 출력 측 방향에서 볼 때 시계방향으로

(12) 온도조절 액추에이터

- 기능

히터 유닛 케이스측면에 위치하며, 컨트롤 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소형 DC MOTOR로 TEMP'

도어의 위치를 조절하며 액추에이터 내의 전위차계는 TEMP' 도어의 현재위치를 컨트롤로 피드백

시켜 컨트롤이 요구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액추에이터의 DC MOTOR가 작동을 멈추도록

컨트롤로부터 나가는 신호를 OFF 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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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온도조절 액츄에이터 장착위치 및 단자도

그림 5-25 Portention Meter 특성 및 작동영역

3번 단자에 5VOLT FEED BACK 전압을 인가할 경우, 6번 단자 전압이 위쪽의 특성과 같이

출력된다. 3번 단자에 "+" 전압 인가 시, 반 시계 방향 즉 WARM로 회전할 것.

- 배선 색상

COLOR LgB LgW LW LB P

단자 NO. NO. 3 NO. 4 NO. 5 NO. 6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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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모드설정 액추에이터

그림 5-26 모드설정 액추에이터 장착위치 및 단자도

그림 5-27 Potention Meter 특성 및 작동영역

- 점검방법

히터 유닛 케이스측면에 위치하며, 컨트롤 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소형 DC MOTOR로 모드

도어의 위치를 조절하며 액추에이터 내의 전위차계는 모드 도어의 현재 위치를 컨트롤로 피드백

시켜 컨트롤이 요구하는 위치에 도달했을 때 액추에이터의 DC MOTOR가 작동을 멈추도록

컨트롤로부터 나가는 신호를 OFF시키도록 한다.

- 배선 색상

C O L O R 0 RB LW W P

단자 NO. NO. 3 NO. 4 NO. 5 NO. 6 NO.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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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히터 풍량 배분

단위 : % (허용오차 생략)

SIDE-VENT - - 15 15 20

DEFROST - - 20 40 80

FLOOR - 40 65 45 -

VENT 100 60 - - -

VENT BI-LEVEL FLOOR MIX DEFROST

COOL 1/2 COOL WARM

설정

토출 모드

방향

내 기 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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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프트웨어 설치 및 냉동유틸리티 사용방법

6-1. USB TO SERIAL 설치

- 통신방법은 컴퓨터와 RS232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통신을 합니다.

- 만약, 데스크탑 컴퓨터가 있다면 후면에 Serial 포트에 연결하여 사용하면 USB To Serial 설치가 필

요 없습니다.

- 노트북 또는 시리얼 포트가 없는 데스크탑 컴퓨터를 사용한다면 USB 포트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획득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① 드라이버 설치 CD를 CD-ROM에 넣습니다.

②② CD-ROM DIRECTORY를 읽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③ ③ 다음의 화면에서 window 폴더를 더블

클릭합니다.

④ Window 폴더에 들어가면 다음의 파일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setup.exe를 실행시키면

설치가 진행됩니다.

⑤ Next를 클릭하여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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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설치가 완료되면 다음의 화면이 나타납니다. ⑦ USB TO SERIAL PORT 배선도.

⑧ 통신포트 설정방법

시작클릭 // 설정 // 제어판으로 들어갑니다.

제어판에서 시스템을 두번 클릭합니다.

⑨ 하드웨어 탭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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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장치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⑪ 포트부분을 두 번 클릭하면 그림과 같이

USB SERIAL PORT가 보입니다. USB SERIAL

PORT 마우스 오른쪽 클릭 후 속성으로

들어갑니다.

⑫ 포트설정을 클릭 ⑬ 고급 클릭

⑭ 사용하는 장치에 맞게 포트 변경 후 확인을 클릭하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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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KTE-DA100 설치 및 메뉴 설명

④ 설치완료 창이 뜨면 "닫기(C)" 버튼을 눌러

설치를 완료 합니다.

③ 설치 폴더 선택 창에서는 설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설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찾아보기(R) 버튼을 눌러 위치를 선택한 후

“다음(N) >” 버튼을 누릅니다.

② 설치 마법사 시작 화면이 나오면 “다음(N)

>” 버튼을 누릅니다.

(1) KTE-DA100 설치

① 설치 USB를 dusrufgkdu, 탐색기 실행을

하면 아래 그림과 같이 파이들이 보임.

파일 중 KTENG Setup를 실행

⑤ 사용하는 장치에 맞게 포트 변경 후 확인을 클릭하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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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E-2000AHU
Lab view 프로그램 제어 공기조화

실험장비

KTE-1000AHU 자동제어 전용 공기조화 실험장비

KTE-9000AU 차량용 냉 난방 실험장비 KTE-7000SH 태양광 이용 수소 연료전지 실험장비

KTE-6000BR 브라인 냉동(빙축 냉동) 실험장비 KTE-7000WG 풍력발전 실험장비

KTE-5000LT 초저온 냉열(이원 냉동) 실험장비 KTE-7000SG 태양광 발전 실험장비

KTE-3000HD-C 사방밸브 제어 히트 펌프 실험장비 KTE-HB520 하이브리드 전력변환 실험장비

KTE-3000HD-H 사방밸브 제어 히트 펌프 실험장비 KTE-7000GH-C 지열 히트 펌프 실험장비

KTE-2000EV 냉매 병렬 밸브제어 냉동 실험장비 KTE-7000GH-H 지열 히트 펌프 실험장비

KTE-2000EP
증발압력 병렬제어(E.P.R제어) 냉동

실험장비
KTE-7000PVT PVT 성능 실험장비

KTE-1000TP
온도, 압력, 제상, 동력

자동제어 냉동 실험장비
KTE-7000SB 태양열 온수 보일러 실험장비

KTE-1000BA 표준 냉동 실험장비 KTE-7000SR 태양열 복사 에너지 실험장비

모델명 장비명 모델명 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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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in Menu 구성

① VIEW

냉동장비 11종, 태양열/지열 5종, 태양광/풍력 4종

② Setting

③ Control

[1] Setting

RefrigerantSetting 냉매 선택

PHOffsetSetting PH선도 이미지 선도 온도,엔탈피 범위 설정

SaveIntervalSetting 데이터 수집 시간 간격 설정

SerialSetting 컴퓨터와 하드웨어간의 통신 포트 설정

OffsetSetting 온도,압력,전압 초기화 설정

Menu Expl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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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ntrol

Temp, pressure 컴퓨터 이용 온도, 압력 제어

Digital output 컴퓨터 이용 하드웨어 제어

PLC emulator PLC 프로그램 이용 제어

Menu Explain

② Offset setting 클릭 시 아래와 같은 창이

뜸

③ Temp Offset Zero는 온도를 보정하는 기능

:방향키를 눌러 온도 값을 보정

: 온도 보정 정도값을

나타냄

보정값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Appliance" 클릭

후 "Close" 클릭

[3] Offset

setting

① 도구모음에서 setting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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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frigerant Setting

④ Voltage Offset Zero는 전압을 보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 방향키를 눌러 전압 값을 보정

: 전압 보정 정도값을

나타냄

⑤ Temp's Parameter는 온도계의 출력

신호를 온도로 변화하는 수식을 입력하기

위한 곳으로서 모든 항목에 Y=70X-150의

값을 입력해야 한다. 적용은 “Appliance”

클릭 후 “Close”를 클릭

⑥ Voltage`s Parameter 는 입력값 변환을 위한

수식 값을 입력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

Pressure, Voltage 선택하여 설정

적용은“Appliance" 클릭 후 "Close" 클릭

⑦ 설정 값을 저장(Start Saving) 하고서 왼쪽

화면에서 Close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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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Setting 클릭

② Refrigerant setting 클릭

③ Refrigerant setting은 냉매를 선정하는

기능

- 1원 냉동 사이클은 Refrigerant 1만 선정

(KTE-1000BA, 3000HD, 9000AU : R-134a

KTE-2000EP, 6000BR : R-404a)

④ 냉매 선정 창이 활성화되고 이때, 원하는

냉매의 종류를 선택하여 “열기" 클릭하면

프로그램에 적용됨

[KTE-9000AU 실험장비는 R-134a 냉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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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냉동유틸리티 활용 및 실험과제

가. 프로그램 활용 설명

1) Select cycle type에서 관계되는 냉동사이클을 선택한다.

① One stage cycle : 1 단 냉동사이클

② Two stage cycle : 2 단 팽창 냉동사이클

2) Evaporating Temperature : 운전 중 증발온도(℃) 또는 증발압력(bar)을 입력한다

3) Condensing Temperature : 운전 중 응축온도(℃) 또는 응축압력(bar)을 입력한다.

4) Superheat : 증발기 출구측에서 압축기 입구측까지 냉매의 과열온도(˚K)를 입력한다.

5) Sub Cooling : 응축기 출구점(또는 p-h선도상에서 포화액선상)에서 팽창밸브

직전까지의 과냉온도(˚K)를 입력한다.

6) DP Evaporator : 팽창밸브 출구점(또는 증발기 입구점)과 증발기 출구 점까지의

압력차(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7) DP Condenser : 응축기 입구 점에서 팽창밸브 입구 점까지의 압력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8) DP Suction line : 증발기 출구점에서 압축기 입구 점까지의 압력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9) DP Liquid line : 팽창밸브 입구점에서 단열팽창후의 압력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10) DP Discharge line : 압축기 출구점에서 응축기 입구점까지의 압력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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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냉방 사이클과 P-h 선도표

(1) 차량용 냉방 사이클

그림 6-3-1. 차량용 냉방 사이클

(2) 실험방법

1) 차량용 냉방 실험 장치의 메인 전원 (N.F.B)을 켠다. ON

2) 바나나 잭을 연결하여, 압축기(COMP), 응축기(CFM), 증발기(EFM)을 작동시킨다.

▪ DC 24 V Output → DC 24 V Input 으로 연결

▪ (+) 극은 RED, (-) 극은 BLACK 색상의 케이블로 연결

3) COMP, CFM, EFM을 연결 한 후 DC 24 V Output 에 부착된 토글 스위치를 켠다. ON

▪ 냉방 시스템을 가동할 때는 응축기, 증발기 팬을 먼저 작동 시킨 후 압축기를 작동

▪ 토글 스위치를 켜면, CFM과 EFM 만 작동 됨

▪ 저압 게이지, 고압 게이지에서의 압력을 확인

4) 응축기 팬 모터와 증발기 팬모터가 제대로 작동 되는지 확인

① 팬 모터 작동과 압력 게이지를 확인하면, 모터 인버터 “RUN” 버튼을 누른다.

② 모터 인버터를 작동 시키면, 압축기와 모터가 연결된 벨트가 작동되면서 냉매가 순환 한다.

③ 모터의 회전수는 인버터를 통해서 조절 할 수 있으며, 주파수를 조절하여 모터 속도를 조절한

다. (30 ~ 60 Hz)

④ 모터 회전수를 조절하면서, Room의 온도 변화와 냉매 유량계를 통해 냉매 유량의 변화를 확

인한다.



51

⑤ DAQ를 통해 온도, 압력 값을 PC로 저장한다..

5) 실험이 끝났으면, 인버터의 STOP 버튼을 누른 후 DC 24 V Output 토글 스위치를 끈다.

(3) Data Sheet

냉매 : R-134a

압축기 용량 : 3 HP

냉매 충전량 : 500g

외기 온도 : 상온 약 25 ℃

① Qe (증발잠열) =

② Aw (압축일) =

③ Qc (응축잠열) =

④ Qf (플래쉬가스 발생량) =

⑤ Qr =

⑥ X (건도) = Qf/Ar

⑦ COP (냉동성능) = Qe/Aw

⑧ r (압축비) = Prssure2 / Pressure1

9 Outdoor air

8 Chamber

7 Evaporator Out

6 Evaporator In

5 Expansion V/V In

4 Condedser Out

3 Condenser In

2 Compressor Out

1 Compressor In

No ITEM Temperature (℃) Pressure (Bar) Enthalpy (k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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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olpack 프로그램을 활용한 P-h 선도 작도

- Evaporating Temperature : 운전 중 증발온도 (℃) 또는 증발압력 (bar)을 입력한다.

- Condensing Temperature : 운전 중 응축온도 (℃) 또는 응축압력 (bar)을 입력한다.

- Superheat : 증발기 출구측에서 압축기 입구측까지 냉매의 과열온도를 입력한다.

- Sub Cooling : 응축기 출구점 (또는 p-h 선도상에서 포화액선상)에서 팽창밸브

직전까지의 과냉온도를 입력한다.

- Dp Evaporator : 팽창밸브 출구점(또는 증발기 입구점)과 증발기 출구 점까지의 압력차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 Dp Condenser : 응축기 입구 점에서 팽창밸브 입구 점까지의 압력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 Dp Suction line : 증발기 출구 점에서 압축기 입구 점까지의 압력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 Dp Liquid line : 팽창밸브 입구 점에서 단열팽창 후의 압력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 Dp Discharge line : 압축기 출구 점에서 응축기 입구 점까지의 압력 또는 온도차를

입력한다.

그림 6-3-2 P-h 선도표

※ 별첨. 주축 vs 압축기 풀리 (rpm 환산표)

20 533 800

hz 주축 압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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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록-01 Hz 별 주축 vs 압축기 그래프

60 1600 2400

59 1573 2360

58 1547 2320

57 1520 2280

56 1493 2240

55 1467 2200

54 1440 2160

53 1413 2120

52 1387 2080

51 1360 2040

50 1333 2000

49 1307 1960

48 1280 1920

47 1253 1880

46 1227 1840

45 1200 1800

44 1173 1760

43 1147 1720

42 1120 1680

41 1093 1640

hz 주축 압축기

40 1067 1600

39 1040 1560

38 1013 1520

37 987 1480

36 960 1440

35 933 1400

34 907 1360

33 880 1320

32 853 1280

31 827 1240

30 800 1200

29 773 1160

28 747 1120

27 720 1080

26 693 1040

25 667 1000

24 640 960

23 613 920

22 587 880

21 560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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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보고서 작성요령

(1) 실험목적

(2) 이론

- 간단히 기초적인 것만 적을 것.

(3) 측정치 기재 및 계산

- 계산시 하나만 보고서 작성. 간단히

(4) 온도 – 압력 계측 값 저장

(5) 온도, 압력에 따른 엔탈피 값 계산

(6) P-h 선도 확인

(7) COP 값 확인

(8) Coolpack 프로그램을 활용한 몰리에르 선도 작도

(9) 결과 및 고찰

(10)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