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열 공급조절 축열조 모니터링 시스템

Hardware

-

Software

LabVIEW 

요약

열 공급조절 축열조 모니터링 시스템은 프로그램만을 제작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으로 집열(태

양열)모사용 탱크 1개와 난방 축열조 1개, 난방부하 축열조 1개, 그리고 탱크 1, 2, 3으로 구성

된 3개의 설비이다. 본 시스템은 사용자가 지정한 스케쥴(시간)으로 동작하도록 되어있으며 동

작과정에서 On/Off 밸브 제어와 4개의 PID 제어가 사용된다. PID 제어는 3개의 밸브와 1개의 

히터에 적용된다. 시스템은 크게 2개의 실험 조건으로 나뉘어 동작하며 일반 모드와 DR 모드로 

구분된다. 

 

그림 2 메인 화면

전체 실험 시간: 사용자가 설정한 실험의 최초 실험시작 시간과 최종 실험 종료 시간이 출력된다.

자동/수동 버튼: 자동 선택 - 실험시간에 맞춰 자동으로 실험이 시작된다.

수동 선택 – 시작 버튼을 누르면 실험이 시작 된다..

DR 실험 시간: DR 모드 실험 시 사용자가 셋팅 한 DR모드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표시한다.

실험 설비: 실험 중인 설비가 출력된다.

실험 모드: 선택한 실험 모드가 출력된다..

PID : PID 설정 창이 출력된다.



PID 버튼을 누르면 PID 제어되는 밸브(MV6, MV8, MV9)와 히터의 관련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 Kp, Ki, Kd Gain 값을 설정, Manual, Auto 모드 설정 이 가능하다.

실험 설정: 실험에 필요한 상수, 설정값, 시간, 등을 셋팅 할 수 있으며 셋팅 값을 저장하거나 읽

어와 이전 셋팅 값을 재 설정 할 수 있다.

실험 설정 창

1. 실험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설정 할 수 있다.

2. 실험 대상 설비와 운전 모드를 선택 할 수 있다.

3. 실험에 필요한 상수값과 기타 파라메타를 셋팅 할 수 있다.

4. 시간대 별로 제어가 되는 스케쥴링 값을 셋팅 할 수 있다.

5. 집중예열모드와 집중방열모드의 시간과 상수 값을 셋팅 할 수 있다.

6. 모든 셋팅값을 저장하거나 불러올 수 있다.



그래프 버튼: 그래프 출력창이 팝업되고 실시간 데이터를 확인 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

실험 시작 버튼 : 실험을 수동으로 시작 할 수 있다.

실험 정지 버튼 : 실험을 정지 할 수 있다.

시스템 종료 버튼 : 프로그램을 종료 한다.

열 공급조절 축열조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함에 따라 각 설비 별로 스케쥴링에 맞게 구동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되었다. 스케쥴링 값을 최대 분 단위까지 설정 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실험자가 관여하지 않아도 정해놓은 시간에 따라 동작하며 동작상황들을 저장하여 Raw 

Data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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