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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폭 패  통합 제어기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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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 of Integration Controller of Explosive Proof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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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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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석유화학산업단지는 폭발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로인하여 언제나 폭발 험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폭발을 방지하고자 제어기  제어기 패 을 포함한 모든 설비에 방폭을 요구하고 있다. 방폭용으로 재 사

용하고 있는 제어기 패 은 패 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양압)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해 외부에서 수동

으로 공기를 주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자동으로 압력과 온도를 제어할 수 있는 방폭형 

패 의 통합 제어기 설계를 제안한다. 

ABSTRACT

Currently, the petrochemical industry complex always has remained with the explosive riskiness due to explosive and 

inflammable gases. In order to prevent explosion, all kind of equipment or facility including controller and its panel 

requires explosive proof. The control panel, which is currently used as explosive proof, has been used as the air 

injection method by manually from outside to constantly keep the temperature and pressur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he panel.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design of integrated controller of explosive proof panel which can control 

pressure and temperature automa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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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재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공장들은 다양한 폭발성 

가스와 가연성 가스가 생성되고 한 외부로 분출되

고 있다. 이들 가스들은 공해를 발생하는 주범임과 동

시에 장기 으로는 인체에 향을 미치는 향도 크

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공장들은 

다양한 종류의 폭발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이 폭발 

요소와 함께 산업단지에서 분출하는 가스가 더욱 큰 

폭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석유화학 산업

단지는 폭발 함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

다. 폭발은 건 한 산업설비의 운 을 방해하고 지역

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켜 민원의 상이 되고 있다. 

산업 단지 내의 공장들은 이러한 험 요소를 이고

자 석유화학 산업단지는 많은 종류의 방폭 설비를 요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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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폭 설비에 각종 설비를 제어하는 제어기

도 포함되며, 제어기를 구성하는 패 도 기본 으로 

방폭으로 구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방폭 패 에

서 가장 요한 것은 패 의 내부와 외부의 압력(양

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제어하는 것과 패  내부

의 온도를 항온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 사

용하고 있는 양압 제어는 내부의 압력이 떨어지면 외

부에서 근무자가 공기 압축기를 작동하는 수동 조정 

방식을 사용한다[1-11]. 이 수동 조정방식은 사용하기

는 많은 불편한 이 존재하고, 패  내부의 온도를 

조 하기 해 외부에서 공기를 유입시키므로 비싼 

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자동화하여 

비용을 감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은 재 수동으로 개별 으로 운  인 압력 방폭 

패 의 양압 제어, 유량 제어, 온도제어 등을 통합으

로 자동화 할 수 있는 방폭 패 의 통합 제어기 시스

템을 제안한다. 

Ⅱ. 방폭 패  통합 제어기 설계

2.1 시스템 구성

제안하는 체 시스템은 그림 1과 같다. 이 시스템

은 공기 냉각/난방 시스템과 기 제어 패 로 구성

한다. 본 논문은 그림 1에서 Master controller라고 불

리는 제어기 설계이다. 

 그림 1. 자동화 제어기 제어로직

Fig. 1 Automation control logic

2.2 통합 자동화 제어기의 설계

통합 자동화 제어를 한 제어기는 MPU를 기반으

로 하여 입력으로 디지털, RTD, 아날로그 입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력으로 디지털 출력, LCD화면, 통신

용 이더넷(RS-232/485)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합 제어기의 구조도는 그림 2와 같다. 그림 2를 

구성하기 한 확장된 통합 제어기를 포함한 신호 처

리 처리에 한 내용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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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통합 제어기 구조도  
Fig. 2 Integrated controller structure diagram

그림 3. 확장된 통합 제어기 구조           
Fig. 3 Extended structure of integrated contro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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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통합 제어기 회로 설계도           
Fig. 4 Integrated controller circuit design diagram

 그림 4에 통합 제어기 회로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4

는 아날로그 입력, MPU, 디지털 입·출력, LCD, 

RS-232 이더넷 통신, 원 공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의 설계에 기반하여 그림 5에 case 설계도, 그

림 6에 설계된 PCB 나타내었다. 한 이들을 통합한 

통합 제어기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5. Case 설계도

Fig. 5 Design of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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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면

(a) Front 

(b) 후면

(b) Rear 

그림 6. PCB의 면과 후면 

Fig. 6 Front and rear of PCB

그림 7. 통합 제어기        
Fig. 7 Integrated controller 

Ⅲ.  결과  고찰 

본 논문에서는 석유화학산업 단지에서 요구하는 방

폭형 패 의 양압과 온도 제어를 한 통합 제어기의 

회로를 설계하 다. 앞으로 이 통합 제어기를 용하

여 성능 실험(가열 운 과 냉각 운 )을 실시하여 가

열능력과 냉각능력 등이 정상 으로 동작하는지에 

한 연구가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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