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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SINGLE TUBE TEST 

 

 

개요 

SINGLE TUBE TEST 시스템은 피동 원자로건물 냉각계통의 원형크기의 열교환기에 대한 열제

거요건 성능검증과 열 교환기의 열제거용량 향상을 위한 Fin Tube 설계 최적화를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 및 실험 장치이다. 

 

 

그림 1 단일튜브 열 교환기 

 

본 장비는 Blower와 Valve, Heter를 컨트롤 하여 구동중의 정압, 유량, 온도를 측정한다. 시험

은 사용자가 Heter와 Valve, Blower를 제어하기 위해 PXI-6238(Digital I/O) 및 PXI-6704(Analog 

Output)을 사용하였으며,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PXI-6238(Digital I/O) 및 PXIe-

4353(TC Input)을 사용했다. 

 

제품 스펙(H/W & S/W) 
 

PXI-1065 

PXIe-8375 

PXI-6238 

PXI-4353 

PXI-6704 

LabVIEW  

INNOTEMS 개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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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성도 

1. 시스템 구성 

본 시험에서는 계측기 별 실시간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제어도 가능하다. 현장 Loop을 모사하

여 제작하였고, 각 계측기 값과 메인 프로그램의 값을 비교하여 Calibration 작업도 진행한다. 

실험 조건에 따라 Water 관에 연결된 밸브를 열어 물을 주입할 수 있고, Drain 관에 연결된 밸

브를 열어 루프 내의 물을 제거할 수도 있으며 Water Pump 컨트롤로 유량을 흘릴 수 있다. 

메인 실험 장치에 Pump로 물을 유입하여 정압, 차압, 배관 수위, 유량 등 각 계측기 값을 시

험 값에 맞추고, Air Blower를 각 조건에 맞추어 데이터 분석을 하는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이 가

능하다. 

각 데이터 취득과정은 그림2의 National Instrument의 계측기를 사용하여 계측 및 제어를 진

행하였다.  

 

 

 

 

그림 2 SINGLE TUBE TEST 시스템 구성도 

 

 

 

 

 

 

 

 



                                                         

INNOTEMS Project Case     

Copyright © INNOTEMS CO.,LTD. All right reserved                               페이지 3 / 6 

2. 소프트웨어 구성 

 

 

그림 3 SINGLE TUBE TEST 소프트웨어 구성 

 

SINGLE TUBE TEST 프로그램은 기본 WINDOWS10의 OS를 사용하여 LabVIEW로 구동되는 프

로그램이다. 그림3의 구성에 따라 PXI는 PC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계측하고 제어하며 시험이 진

행된다. 

 

그림4의 시스템 Flow에 따라 데이터 수집 및 제어가 실행되며, 각 프로세스에서 에러 발생 

시 다시 초기화 작업이 이루어진다. 습득된 데이터는 수식 변환 및 calibration 작업이 이루어진 

뒤, 실시간으로 확인 및 제어할 수 있다. 

 

표시되는 데이터와 컨트롤 가능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동압, 차압 등 압력 

2. Thermocouple을 통해 측정된 온도 

3. 유량 

4. Valve, Blower, Heater등의 제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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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시스템 FLOW  

3. 프로그램 화면 구성 

 

 

그림 5 프로그램 메인화면 

 

프로그램은 메인화면, Calibration 화면, Loop Test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메인 화면에서는 

모든 데이터 값을 디스플레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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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alibration 화면 

 

각 계측기의 Range, 계측기 보정 값 Gain 및 Offset 값을 확인 및 수정을 할 수 있고, 계측기의 

Raw 신호, 공학단위로 적용된 Engineering Unit 값을 확인한다. 

 

 

그림 7 Loop Test 화면 

 

Loop Test 화면에서는 계측기의 값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정밀하게 Calibration 작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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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raph 화면 

 

화면 상단 우측에 Setting 버튼을 클릭하면 각 Graph에 Display 되는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