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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문제의 계산과정을 답안지에 자세히 명시할 것!!! 
1. 다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5) 

1) 공정의 동특성이란 무엇이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5). 

2) 화학공학에 있어서 공정 모델링이란 무엇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5). 

3) Feedback 제어란 무엇인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5). 

4) 라플라스변환의 물리적 의미, 수학적 정의 그리고 특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10). 

 

2. 다음과 같은 물질수지식에 관한 미분방정식이 있다. 이 모델식을 바탕으로 다음을 구하시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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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밀도 (ρ) 와 탱크의 단면적 (A) 은 일정하다. h 는 탱크의 높이이고, t 는 시간이며, qi 는 유입 부피유속이고, q 는 

유출 부피유속이다. 

1) 위에서 주어진 모델식을 바탕으로 이 공정을 대략적으로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여기에서, 유입선, 유출선, 탱크 등을 표

시하고, 필요한 기호를 사용하여 각 부분에 기입하시오. 

2) 위 모델식에서 변수는 무엇이고, 몇 개이며, 자유도는 얼마인가? 

3) 유출되는 부피유속 (q) 이 외부교란변수라고 한다면, 제어변수는 무엇이고, 조절변수는 무엇인가? 

4) 이 공정을 feedback 방식으로 탱크의 수위를 제어하려고 한다면, 높이센서, 수위신호 전환기, 제어기, 그리고 유량조절 

밸브가 포함되어 있는 블록선도를 그려 보세요. 

5) 위에서 그린 블록선도는 open loop 인가? 아니면 closed loop 인가? 답을 쓰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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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공정은 유입 질량유속과 유출 질량유속이 같고, 밀도 (ρ), 

부피 (V), 정압열용량 (Cp) 이 일정하다 (50). 외부로부터 열량 

Q(t) 가 공급되고, 탱크의 외부로 열전달에 의해 열손실 Qu(t) 이 

있다. 외부온도 Ta 는 일정하다 그림을 보고 다음에 답하시오 

(50). 

1) 이 공정의 물질수지식에서 유입/유출 질량이 같고, 시간에 따

라 공정내 질량변화가 없다. 이러한 상태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국어와 영어로 쓰시오.  

2) 본공정의 비정상 상태 에너지 수지식을 세우시오. 

3) 위 에너지 수지식에서 변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자유도는 얼마인가? 

4) 유입되는 액체의 온도 (Ti) 는 외부교란변수일 때, 제어변수와 조절변수는 무엇인가? 

5) 위 변수에서 출력변수와 입력변수는 각각 어떤 것들인가? 

6) 편차함수 ( QTTi ,, ) 를 이용하여 에너지 수지식을 표현하시오 (정상상태의 값들 Tis, Qs, Ts 을 이용하시오). 

7) 위에서 세운 에너지 수지식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답하고, 그 이유를 쓰시오. 

8) 편차함수화된 윗식을 라플라스 변환하여 표현하시오. 

9) 다음과 같이 상수값들을 각각 정의한다고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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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고, 출력변수를 입력변수로 표현하시오. 

10) 이 공정의 제어 시스템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