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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복사열전달(1) 
(Radiation)  



제8장 복사열전달 

◈ 학습목표 
     o 다표면에서의 복사열교환에 대한 이해 

     o 형태계수와 이와 관계되는 법칙들에 대해 토의 

       

 

◈ 학습성과 
     o 다표면 복사열교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함. 

     o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다표면 복사열교환 기구 또는 현상에 대해 설명 

        할 수 있어야 함. 

       



 강의 내용 및 순서 
   

   ■  형태계수 

   ■  형태계수 관계  

   ■  복사열전달 : 흑체 표면 

   ■  종합요약  

제8장 복사열전달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view  factor) 
         ; 두 표면 사이의 복사열전달에서 방향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표면특성과 온도에 무관한 

           순수 기하학적인 값. 
            -형상계수(shape factor), 윤곽계수(configuration factor), 각도계수(angle factor) 

            -확산형태계수(diffuse view factor) : 표면이 확산방사체이고 확산반사체로 가정한 경우 

            -산란형태계수(specular view factor) : 표면은 확산방사체이지만 산란반사체로 가정한 경우 

         

         ※ 형태계수의 정의 

                                     : 표면 ｉ를 떠나서 표면 ｊ에  곧바로 부딪히는 복사의 분률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view  factor)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view  factor)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view  factor)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view  factor)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view  factor)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view  factor)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view  factor)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  관계 
      o N개의 평면을 가진 밀폐용기의 복사해석을 위해서는 N2의 형태계수를 계산하여야 함. 

 

        1. 상호성 법칙(reciprocity rule) 또는 상호성 관계(reciprocity relation) 

 

 

 

 

        2. 합의 법칙(summation rule)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 관계 

             3. 중첩 법칙(superposition rule)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 관계 

             4. 대칭 법칙(symmetry  rule)  

           



제8장 복사열전달 

■ 형태계수 관계 

             o 교차선법(crossed  string  method)  

           



제8장 복사열전달 

■  복사열전달  ; 흑체표면 

               



제8장 복사열전달 

▣ 종합요약 

       ◈ 온도측정에서 복사효과 

                                                                                    : 상호성 법칙 

                                                                                    : 합의 법칙 

                                                                                    : 중첩 법칙 

                                                                                    : 대칭 법칙   

                                                                                    : 교차선 법 

 

 

 

 

 

 

  

  



제8장 복사열전달 

▣ 종합요약 

       ◈ 복사열전달(회체) 

             o 두 표면 사이의 복사열전달 

 

 

 

 

 

 

 

             o 복사문제의 해석방법 

                       -                  가 주어진 경우 

                                                                                     

 

 

 

 

 



 ◈ 다음강의(예고) 

      - 복사열전달(2)  

          * 확산 회체 표면 

          * 복사차폐막과 복사효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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