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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기 개발된 위성 챔버 온도 제어 시스템을 사용 전에 시스템 전반적인 하드웨어 및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 시스템 제어에 사용되는 Power Supply의 고장 및 출력 레벨 이상, 전류 리

크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온도 계측에 사용되는 cFP모듈과 실 전압/전류 출

력 계측에 사용되는 cFP는 TCP/IP통신을 하게 되므로, 시스템에 소프트웨어적/하드웨어적 충돌 및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점검하여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프로그램이 개발 되었다. 

 

본론 

1. 개요 

히터에 연결된 Power Supply의 전압/전류를 이용하여 일정 온도를 제어하는 기존 시스템의 

이상 발생시는 이미 제어가 진행 중에 문제점을 파악하게 되므로, 챔버 내의 시험을 중단하

고,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따라서 이를 사전에 검증을 하게 되면, 시스템 제어를 신뢰할 수 

있게 된다. 검증은 각 Power Supply의 TCP/IP connection / 히터 저항 측정 / 모드 별 온도제

어 / 각 히터 온도 데이터 수집 과정을 검증한다. 또한 Power Supply의 공급 전류의 리크를 

측정하기 위해 출력 단에 저항을 연결하여 PXI시스템에 DMM과 Switch를 장착하여 저항의 

변화를 계측하였다. 

 

2. 시스템 구성 

 

 
그림 1. 시스템 구성 



3. 프로그램 

Validation Program은 총 10가지의 항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하고, 각 시험 결과를 Report 

Generation을 이용하여 보고서를 프린트 한다. 하드웨어의 검증과 함께 온도에 대한 제어는 

기 개발된 프로그램의 로직을 그대로 사용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뤄졌다. 

 

 
그림 2. 프로그램 화면 

 

 
그림 3. Report 화면 



 
그림 4. 전류 리크 점검 화면 

 

4. 하드웨어 

1) Agilent 5750A : Power Supply 

2) cFP-TC-120 : 저항(히터) 온도 측정용 

3) cFP-AI-118 : Power Supply 출력 전압/전류 계측용 

4) PXI System : PXI-8106 Controller/ PXI-2575 Switch / PXI-4070 DMM 전류 리크 점검용 

Control room에서 떨어져 있는 100대의 Power Supply와 저항(히터)의 전압/전류와 온도를 

계측하기에 cFP는 매우 적합하였으며, Power Supply의 전류 리크 점검에 사용된 PXI시스템은 

많은 양의 포인트를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하였다. 

 

결론 

위성 챔버 온도 제어 시스템 검증 프로그램의 개발은 LabVIEW와 NI-Hardware를 이용하여 손쉽

게 어플리케이션이 가능 하였으며, 본 검증을 1차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제어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