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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물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체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40%에 육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빌딩에서 HVAC (Heating, 
Ventilation, and Air conditioning)은 필요 열량에 따라 냉각 유량을 자유롭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효율적

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 밸브를 사용함으로써 유량을 필요한 열량만큼 제어하여 에너지를 절

감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절감 밸브를 개발하기 위한 기본적인 상태를 정의하고 저전력, 고 가성비의 PIC 
프로세서 기반의 빌딩 에너지 절감 밸브용 제어 및 감시 보드를 개발한다. 설계된 보드는 온도차 측정을 위한 2개의 

온도 값과 유량 값 및 계산된 열량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 및 전송한다. 개발된 제어 감시 보드는 향후 

밸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해상용 밸브 등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ABSTRACT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s is close to 40% of the total national energy consumption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 and Japan, and Korea accounts for 24% of total energy consumption. In buildings, HVAC can’t freely control the 
cooling flow rate according to the required calorie, so energy is not used efficiently. Therefore, by using the energy 
saving valve, the flow rate can be controlled by the required amount of heat and the energy can be saved. In this paper, 
we define basic conditions and develop control and monitoring boards for building energy saving valves based on PIC 
processor with low power and high cost-effectiveness. The designed board displays and transmits in real time information 
about two temperature values, flow values and calculated calories for temperature difference measurement. The developed 
board will be useful for real - time monitoring of the state of the valve in the future and development of the valve for 
the offsh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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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중국의 전자 산업은 정부의 투자, 저렴한 인건

비등을 앞세워 한국을 위협하고 있다[1]. 이러한 상황에

서 차세대 고부가가치 기반의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을 

통한 이익창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에너지소비자 

영역인 건물에 의한 에너지 소비량은 미국 및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전체 국가 에너지 소비량의 40%에 육박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건물 

환경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건물에서의 에너지관리에 대

한 기능을 제공하는 시스템 기술이 빌딩에너지관리시

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
술이다. 빌딩에너지관리시스템은 기존 BAS (Building 
Autom ation System) 기술의 에너지관리 기술과 전력/
가스/수도 등의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 에너지 낭비 요

소를 도출해 최적화된 건물 운용 관리 지침을 제공하는 

기술로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3]. 기존 

BAS 분야의 에너지관리 기술은 냉난방공조 설비, 조명 

설비, 전력 설비 등의 개별 BAS 설비 제어 시 에너지 효

율 및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기능을 추가하는 

에너지 절감 및 관리 기술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 BAS 분야의 에너지관리 기술 중 

하나로 저전력, 고 가성비의 PIC 프로세서 기반의 빌딩 

에너지 절감 밸브용 제어 및 감시 보드를 개발한다. 설
계된 보드는 온도차 측정을 위한 2개의 온도 값과 현재 

유량 값 및 계산된 열량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디

스플레이 및 전송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밸브 제어 신호

에 따라 밸브의 개도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시

스템을 포함한다. 

Ⅱ. 에너지 절감 밸브 개요

에너지 절감 밸브는 빌딩의 HVAC 등 열 교환이 이

루어지는 시스템에서 밸브의 개도를 제어함으로서 소

비되는 전력을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4]. 특히 에

너지를 절감함에 있어 시스템의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

고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빌딩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밸브는 외국의 

주요 업체에서 생산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시작

단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너지 절감 밸브를 PIC 기
반의 임베디드 시스템으로 개발하여 제품을 국산화하

고 이를 통하여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빌딩 자동화 발

전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림 1은 에너지 절감 밸브의 개

략도를 나타낸다.

Fig. 1 Energy saving valve diagram

에너지 절감 밸브를 사용함에 있어 전력에너지는 펌

프에서 절감되어야 하며 따라서 밸브가 설치되는 파이

프라인에 기존의 펌프가 아닌 정압 펌프나 인버터가 설

치된 펌프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정압 펌프의 경우 설

정된 압력값을 유지하도록 펌프의 회전수를 제어하며, 
인버터 펌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도 측정된 압력에 따

라 일정 압력을 유지하도록 펌프의 회전수를 제어한다. 
또한 에너지 절감 밸브의 경우 에너지 절감량 측정을 위

한 온도센서와 유량센서가 필요하며, 측정된 값을 대상

으로 계산을 하여 에너지 절감량 및 현재 시스템의 열량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2는 에너지 절감 밸브의 구성

도를 나타낸다. 에너지 절감 밸브의 제어 모드는 유량 제

어, 열량 제어, 개도 제어, 수동 모드로 나눌 수 있다.

Ÿ유량 제어 모드

Ÿ열량 제어 모드

Ÿ개도 제어 모드 

Ÿ수동 모드

각 모드에서는 사용자가 0~100%의 값을 입력하여 

입력 값에 따라 제어모드 값을 0~100%로 제어한다. 유
량 및 열량은 최대 제어 값을 설정하여 출력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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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0%로 변환한다. △T 유량제어 기능은 유량에 비해 

열량이 상승량이 적어지는 △T 값을 설정하여 입력 값

이 100%일지라도 설정된 △T 이상으로 열량이 상승하

지 않도록 개도를 제어하여 에너지를 절감한다. 또한 

열량 제어 모드의 경우 제어 값에 따라 유량에 따른 열

량변화가 등비율 특성을 갖도록 구성해야 한다. 따라서 

에너지 절감 밸브는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가지도록 구현

한다.

2.1. 등비율 유량제어 기능

등비율 유량제어는 밸브의 입력 명령에 따라 등비율

로 열량을 갖도록 유량을 제어하는 기능이다. 밸브의 

입력 명령과 열량을 매칭하여 PID 제어를 통해 이러한 

값을 구성하며 열량이 등비율로 제어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제어 열량 크기를 설정한 후 그림 3과 같이 제어

를 할 수 있도록 한다. 

Fig. 3 Ratio control principle

2.2. △T 유량제어 기능 

열교환기는 입력과 출력의 온도차와 유량에 따라 열

교환량이 달라진다. 열교환기를 사용함에 있어 시스템 

설계 오류나 열교환기의 노후화 등 따라 열교환기의 입

력과 출력의 온도차가 특정 값 미만으로 감소하였을 때, 
열교환량을 증가시킬 필요가 없거나, 유량의 증가에 따

른 열교환량의 증가율이 작아 사용전력에 비해 미미한 

냉각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온도차 이상으

로 유량을 제어하였을 때, 낭비되는 유량을 감소시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열교환기의 필

요 열량을 사용자가 판단하여 설정하면 동일한 유량의 

온도 (△T) 에 따른 유량 제어를 한다. 

2.3. 웹페이지를 이용한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 

에너지 절감 밸브는 밸브 설치 위치상 사용자의 관리 

및 검사가 어렵다. 또한 ICT의 트렌트에 상응하기 위해 

로컬에서 제어하는 대신 웹페이지를 통해 데이터 모니

터링 및 사용자 입력이 가능하도록 구현한다. 에너지 

절감 밸브는 GUI 화면을 통하여 사용자의 입력에 따라 

결정되며 원격으로 밸브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고장 및 오동작 확인 가능하도록 구성한다. 

Ⅲ. 밸브 기능 구현 

본 장에서는 밸브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개별적으

Fig. 2 Energy saving valve signal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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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온도, 유량, 밸브 제어 부분에 대한 PIC 회로도 및 코

드 작성을 통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3.1. 온도 측정 실험

본 시스템에서는 정밀한 온도 측정을 위해 PT1000 
센서 값을 사용한다. 또한 Max31865 칩을 사용하여 측

정된 온도 값을 SPI 통신을 통해 MCU에서 수신받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온도 센서 2개의 SPI 통신을 위해 

중간 보드를 사용하여 브레드보드에 실험을 진행하였

다. Max31865를 사용함에 있어 온도 측정값이 ADC 값
으로 16bits로 표시되므로 Low byte 레지스터와 High 
byte 레지스터를 취합하고 저항 값으로 변환 후 

Callendar-Van Dusen 식을 간략화 하여 저항 값을 온도

로 변환하였다. 그림 4는 측정된 ADC 값의 온도 변환 

코드를 나타낸다.

Fig. 4 The photo of Temperature measurement test 

표 1은 온도 측정에 사용된 부품들 나타내며 그림 5
는 온도 측정 실험 사진이다. 

Table. 1 Parts of temperature measurement test

No Part Detail Count

1 MCU PIC18F4585 1

2 Temp sensor PT1000 2

3 Interface board Max31865 2

4 Display LCD 1602 1

Fig. 5 The photo of Temperature measurement test 

3.2. 유량 측정 실험

유량은 유량계에서 4~20mA의 출력을 받아 저항 신

호로 변경하여 입력을 받도록 한다. PIC의 경우 전류신

호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전압신

호로 변경하여 값을 측정한다. 전류신호를 전압 값으로 

변환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OPamp가 많이 사용되

며 그림 6과 같은 회로를 사용할 수 있다. 

Fig. 6 Current to voltage signal conversion circuit

위의 회로의 경우 구현에는 문제가 없지만 본 시스템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OPamp 자체의 전력 소모와 최소 

출력등의 한계로 인해 5V 전원을 주었을 때 출력이 최

소 0.6V, 최대 4.2V 정도로 0~5V 출력을 내줄 수 없다. 
따라서 전원에 5V 보다 높은 전압이 입력되어야 하고 

보드가 커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250
Ω의 가변저항을 통해 4-20mA 전류 신호를 1-5V 전압

신호로 변경하였다. 그림 7에는 측정 ADC 값을 유량 

신호로 변환하는 코드를 나타내었다. 

Fig. 7 The photo of Temperature measurement test 

표 2는 유량 측정에 사용된 부품들 나타내며 그림 8
은 유량 측정 실험 사진이다. 

Table. 2 Parts of flow measurement test

No Part Detail Count

1 MCU PIC18F4585 1

2 AD converter MCP3204 1

3 Display LCD 1602 1

4 Current tester Cri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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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photo of flow measurement test 

3.3. 밸브 제어 실험

제어 및 감시 보드는 사용자의 입력을 받아 밸브의 

개도를 제어하게 된다. 밸브는 0~10V의 전압 신호를 통

해 제어되며, 제어 속도는 밸브 조정기 모터의 사양에 

따라 결정된다. 밸브 제어 실험은 가변저항으로 전압 

입력을 받아 0~10V를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지를 확인

하였다. 표 3은 밸브 제어 실험에 사용된 부품들 나타내

며 그림 9는 밸브 제어 실험 사진이다. 

Table. 3 Parts of valve control test

No Part Detail Count

1 MCU PIC18F4585 1

2 Volt conversion LM358 1

3 Display LCD 1602 1

4 Oscilloscope TPS 2012B 1

Fig. 9 The photo of valve control test

Ⅳ. 데이터 통신 실험

제어 감시 보드는 RS-232 통신을 통하여 통신 인터

페이스 보드와 데이터를 주고받는다. 본 실험에서는 통

신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데이터를 송부 시 제어 감시 

보드에서 데이터가 문제없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어 감시 보드에서 MAX323소자

를 사용하여 RS-232 레벨로 변환 후 USB to serial cable
을 사용하여 통신 인터페이스 보드를 대체하여 그림 10
과 같은 PC의 통신 프로그램과 통신을 실험하였다[5]. 

Fig. 10 PC program for communication test

통신인터페이스보드에서 수신되는 데이터는 표 4와 

같이 구성된다.

Table. 4 Receive data

Title Detail Byte

STX A1 2

Date

status 2

command 4

Set V/V pos. 4

Set ΔT 4

Set Flow 4

Set Q 4

Error 4

Resv1 4

Resv2 4

ETX B2 2

통신에서 제어 감시 보드는 master, 통신 인터페이스 

보드는 slave로 구성되며 통신규격은 9600bps, 8 data 
bits, no parity, no flow control, 1 stop bit를 가진다. 통
신 방식은 메인보드에서 주기적으로 상태 데이터를 송

부하고 통신 인터페이스 보드에서는 사용자 명령이 들

어올 경우에만 데이터를 송부하도록 한다. 데이터 통신 

실험에서는 제어 및 감시 보드에서 데이터의 확인을 위

해 입력받은 값을 바로 출력하도록 한다. 통신 테스트

는 초기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5가지 경우에 대해 테스

트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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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올바른 프로토콜 전송

2. 데이터 길이가 다를 경우 

3. 시작 문자가 다를 경우

4. 데이터에서 시작 문자와 동일한 문자가 있을 경우

5. 데이터에서 종료 문자와 동일한 문자가 있을 경우

올바른 프로토콜인 A1010001000000001194000000 
0000000000B8B2를 전송 시 문제없이 입력되어 표시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데이터 길이가 다를 경우 

A10100010000000011940000002299000000B8B22154
687645312165가 송부 되었을 때 보낸데이터가 반영되

지 않고 이전 값이 출력되었다. 시작 문자 다를시 값 

A20100010000000011940000000000000000B8B2를 

송부하였을 때 출력 값이 변화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작 문자와 동일한 문자가 있을 경우 테스트를 위해 

값 A101000100A100A111940000000000000000B8B2
를 송부 시 재시작되는 시작 문자에서 데이터가 끊기지 

않고 전체데이터가 들어간다. 종료 문자와 동일한 문자

가 있을 경우 테스트를 위해 A101000100A100A1119 
4000000000B2B2000B8B2를 송부 시 중간에 종료되지 

않고 전체데이터가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5
는 각 통신 테스트에 따른 테스트 결과를 나타낸다. 

Table. 5 Communication test result 

No Test result

1

2

3

4

5

Ⅴ. 제어 및 감시 보드 개발

제어 및 감시 보드를 개발하기 위해 CSI사의 CsiEDA 
5 Winschemati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부품 선정 및 아

트웍을 진행하였다. 회로도에서 각 부분은 메인회로, 
ICSP 핀, 5V 전원회로, 3.3V 전원 회로, 온도 측정 회로

1, 온도 측정 회로2, 유량 측정 회로, 밸브 제어 회로로 

이루어진다. 개발된 회로도는 그림 11과 같다. 

Fig. 11 Control and monitoring board schematic

위의 회로도를 기반으로 만능보드 실험 후 PCB를 사

용하여 보드를 개발하였으며 개발된 보드는 그림 12와 

같다. 

Fig. 12 The photo of control and monitoring board

밸브 PIC 프로그램은 초기화를 한 후 온도 모니터링, 
유량 모니터링, 밸브 개도 제어, 데이터 송신의 시퀀스

로 동작한다. 데이터 수신의 경우 PIC 내의 통신 인터럽

트를 사용하여 값이 들어올 경우 관련 변수를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그림 13은 PIC 프로그램의 순서

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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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IC program flow chart

개발된 제어 및 감시 보드를 테스트하기 위해 

LabVIEW를 이용한 GUI(Graphical User Interface)기반

의 화면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다. 그림 14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사용자 제어 화면을 나타낸 것이다. 

Fig. 14 Monitoring program for testing

모니터링 시스템의 내부 프로그램 구조는 크게 데이

터 취득, 분석, 표시 등의 3개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6]. 모니터링 화면에서 사용자는 밸브제어를 위한 명령

을 내릴 수 있으며 명령을 위해 필요 명령의 항목을 바

꾼 후 설정 버튼을 클릭하면 정의된 프로토콜에 따라 

제어 및 감시 보드로 데이터가 전송된다. 또한 메인 보

드에서 주기적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

니터링 화면에 표시한다. 

Ⅵ.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절감 밸브를 개발하기 위한 기

본적인 상태를 정의하고, 제어 및 감시 보드를 제작하

여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PIC18F4585 프로세서 기반으로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어 및 감시 기능을 실험하였다. 또한 UART 통신 포

트를 사용하여 데이터 전송 기능을 테스트하고 개발된 

제어 및 감시 보드의 성능을 확인하였다. 개발된 모니

터링 프로그램은 웹페이지 적용 시 사용될 수 있다. 개
발된 에너지 절감 밸브 제어 감시시스템은 향후 밸브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거나 선박 에너지 절감을 위

한 해상용 밸브 등을 개발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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