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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태양열 복사에너지 실험 장비

1-1. 개요

 모든 물체는 그 자체 온도가 절대영도(0.0K, -273℃)가 되지 않는 한 복사에너지를 방사

한다. 이 복사에너지는 진공상태에서 파장과 관계없이 3X108m/s의 속도로 전파하지만, 대

기 중에서의 전파 속도는 파장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태양으로부터 방사된 복사에너지는 물론이거니와 대기와 지상의 모든 물체로부터 방사되

는 장파방사(작외선 또는 원적외선)는 온실의 환경 및 작물 생장에 큰 영향을 준다.

지구로 들어오는 복사에너지는 30%는 대기권에서 반사되고, 20%는 대기권에서 흡수하

며, 50%는 지표면에 흡수되어 사용하게 된다.

KTE-7000SR(태양열 복사 에너지 실험장치)는 태양열 복사에너지의 원리에 기초한 실험장

비로서

인공태양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재질의 반사판에 반사되는 복사에너지의 양을 측정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저장, 분석을 통하여 태양열 복사에너지의 원리를 알수 있

게 구성되었다.

물체가 지니는 고유의 방사율을 이용하여 각 룸에 서로다른 방사율을 지닌 물체를 여러

각도로 설치하여 물체가 빛을 받는 각도에 따른 온도의 변화와 방사율의 차이를 비교분

석 가능하며, 인공광원(할로겐 램프)의 각도를 조절하여 입사각에 따른 변화도 분석이 가

능하다.

KTE-7000SR은 태양열 복사에너지의 원리를 쉽게 이해하고, 태양광 발전과 태양열 시스템

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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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태양열 복사에너지 실험장비의 구성

[그림 1. 2. 1] 태양열 복사 에너지 실험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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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비 구성품의 세부 설명

2-1. 주요 부품 설명

(1) 할로겐 램프

[그림 2.1] 할로겐 램프

· 명칭: 할로겐 램프 (Halogen Lamp)

· 용량: 300W x 4EA

· 단열박스 앞에 설치되어 단열박스 내부에 있는 방

사판에 인공적인 태양광을 조사한다. 할로겐 램프는 프

로파일로 고정이 되어있으며 프로파일 밑단에 레일을 

설치하여 전후좌우로 이동할 수 있게 설계 되어 거리

를 조절할 수 있고, 좌우로 이공하여 두 개의룸 사이를 

이동하며 빛을 조사하며 실험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되

어 있다.

(2) 단열박스(Insulation Box)

[그림 2.2] 단열박스

·명칭: 단열박스(Insulation Box)

·재질: 우레탄 분체도장+강화유리

·단열박스는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한 개의 룸으로 

구성되어 있다. 룸 내부에는 방사판이 설치된다.

 또한, 천장에는 덕트가 설치되어 룸 내부의 온도조절

을 가능하게 한다. 룸 전면부에는 강화유리가 설치되어

서 룸 내부의 열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

다. 

(3) 덕트(Duct)

[그림 2.3] 덕트

·재질: 아크릴

·실험장비 하부에 냉동기가 구성되어 있고, 덕트를 통

해 룸의 온도를 조절하게 된다.

(4) 방사판

[그림 2.4] 방사판

·재질: 스테인레스, 구리

·재질이 서로 다른 판을 여러각도로 재작하여, 단열박

스 내부에 설치되어있다. 이 방사판은 물질마다 서로 

다른 방사율을 가지고 있는 원리를 이용하기 위해 단열

박스 내부에 설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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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계지식

 (1) 태양열 복사 에너지의 원리

  모든 물체는 그 자체 온도가 절대영도(0.0K, -273℃)가 되지 않는 한 복사에너지를 방사한다. 

이 복사에너지는 진공상태에서 파장에 관계없이 3X108m/s의 속도로 전파하지만, 대기 중에서의 

전파속도는 파장에 따라 약간 달라진다.

  태양으로부터 방사된 복사에너지는 물론이거니와 대기와 지상의 모든 물체로부터 방사되는 장

파방사(적외선 또는 원적외선)는 온실의 환경 및 작물 생장에 큰 영향을 준다.

 (2) 태양열 복사 에너지 실습

  1) 복사열의 실습

   - 인공태양 및 자연태양을 이용하여 방열판에 조사한다.

   - 방열판 표면온도와 방열판에 복사되어 나오는 온도를 측정한다.

   - 방열판 표면의 평균온도 및 평균복사열을 측정한다.

   - 관계 방정식에 대입하여 표면으로부터의 총 열전달률을 구한다.

  2) 관계식

   - 복사열교환 : q r ad=h r A(T s-T sur )

   - 복사열전달계수(이때, σ는 Stefan-Boltzman 상수( σ=5.67 ×10 -8W/m 2·K 4)이다.)

    : h r=ℇ σ(T s+T sur )(T
2
s+T

2
sur )



6 Korea Technoloby Engineering Co.,Ltd.

   - 표면으로부터 총 열전달률: q=q conv+q r ad=hA(T s-T ∞)+ℇAσ(T
4
s-T

4
sur ) 

  3) 열전달 계산(예)

Heat Transfer Process of Insulation Box

Data Acquisition Process

The surface temperature of the lamp 130℃
Exterior temperature of the glass 65℃
Interior temperature of the glass 63℃
Temperature of the insulation box center 50℃
Wall temperature of the insulation box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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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램프에서 단열박스의 유리부분에 해당되는 아크릴 표면까지의 복사열 전달율

   여기서 T s는 램프의 표면온도, T sur은 유리의 표면온도, A는 단면적, σ는 비례상수로 

Stefan-Boltzmann 상수( )

   - 유리 전도 열전달율

    여기서 K는 열전도도로 유리(Pyrex)의 열전도도로 1.4 W/m·℃ 를 적용하였고, dT는 유

리 앞, 뒤의 온도차, dX는 유리의 두께.

   - 유리 통과 후 벽면까지의 복사열 전달율

   여기서 T s는 유리 뒷면의 온도, T sur은 단열박스 벽면의 온도, A는 단면적, σ는 스테판볼

츠만 상수로 5.67×10 - 8 ,  ε은 방사율로서 유리는 0.94, 구리는 0.5, 스테인레스는 0.17의 값을 

대입

   - 단열박스내 대류 열전달율

 T r= Theaverage temperature of the glasssur face and inside the insulatio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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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perty figure at 331K

  

k-28.62×10 -3W/m-R

v=18.008×10 -6m 2/s

α= 26.04×10 -6m 2/s

Pr=0.7028

β= 0.003R -1

   Q̇= hA(T s-T ∞) : 뉴턴의 냉각법칙

   여기서, T s는 유리 뒷면의 온도, T ∞는 룸의 평균 온도, A는 단면적, h는 대류 열전달계수.

   h는 레이놀즈수로 구할 수 있다.

    층류에 대한 방정식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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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제어판넬 및 조작부

N.F.B
Select & 

Toggle S/W

Lamp & 

Buzzer
Push Buttons

Magnetic 

contact(M/C)
Relay

Volt Meter
냉동기 전원 

공급부
SQ, PLC Port LAMP S/W DC 24V 전원

Temp Display

& Controller

(1) 메인전원

메인전원부 AC LAMP

태양열 복사에너지 실험장치 제어판후면에 전원 코드를 꽂은 후, 장비에 전원을 인가할 때 사

용되는 부품으로 NFB는 원 전원을 인가하게 되며, 전원이 인가되면 AC LAMP가 켜진다

(입력전원 AC 220V 가 인가되므로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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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C 24 Volt Power

램프, 냉동기등 장치 운전을 위한 전원을 인가

하는 스위치로 바나나짹을 이용하여 전원을 구

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 토글S/W ON시, DC LAMP 적색불 점등

DC 24V Power 부

(3) Volt/Amp Meter

챔버 온도제어를 위한 냉동기 구동시 압축기의 

전압과 전류값을 디스플레이함

Comp. Power Meter 부

(4) 냉동기 전원공급 부

냉동기 제어 실습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DC 24V Output에서 나

오는 전원을 Comp, CFM, SV1, BFM1, BFM2 

순서로 +, - 전원을 인가한다.

 - 토글S/W의 MAN : BFM1의 수동 운전

 - 토글S/W의 AUTO : BFM1의 자동 운전

 - 조절밸브 : BFM2의 Fan 속도 조절

냉동기 전원 입력 및 Fan 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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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온도 표시

온도표시부

태양열 복사 에너지 실험장치에서 표시되는 8개 포인트의 온도를 디스플레이 한다. 또한 Room 

Control을 이용하여 BFM2의 속도를 제어함으로 챔버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킴.

(6) 램프 조작부

인공조명으로 활용되는 할로겐램프의 ON/OFF 

스위치

램프 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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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그네틱컨텍터(M/C)

DC 전원 입력부(+,-)

A접점 입력부

A접점 출력부

B접점 입력부

B접점 출력부

마그네틱 컨텍터(M/C)

제어하고자하는 장비의 ON, OFF를 하고자 사용되는 부품으로

 ① DC 전원 입력부에 빨간색 +와, 검정색 -를 구분하여 입력한다.

 ② A접점 스위치는 전원이 인가되는 스위치이고 B접점 스위치는 전원이 차단되는 스위치이다.

(8) 릴레이(RELAY)

릴레이 회로도

입력부

출력부

릴레이(RELAY)

제어하고자하는 장비의 ON, OFF를 하고자 사용되는 부품으로

 ① 전원 입력부에 빨간색 +, 검정색 -를 구분하여 연결한다.

 ② 출력부를 통해 제어하고자하는 장치에 +극으로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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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버튼 스위치

Push Button S/W

시작 또는 정지, 장비 ON/OFF와 냉난방 전환을 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품

 ① PB1은 시작 버튼

 ② PB2는 정지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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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장 및 대책

3-1. 전원이 인가되지 않을 때

(1) N.F.B를 On 시켜도 전원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N.F.B 뒷면에 전원 코드선이 콘센트 

또는 전원 입력에 설치되었는지 확인 바랍니다.

N.F.B 설치된 제어판 뒷면

AC LAMP가 켜져 있는지 확인

① 뒷면 Power Cord가 꽂혀 있는지 확인

② Power Cord가 전원 콘센트에 연결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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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타 부품에 이상이 있을 때

(1) 기타 부품의 작동이 이상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당사로 A/S 신청해주시면 신속하

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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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

4-1. 전원 공급

(1) 본 실험장비는 메인전원이 단상 AC220V를 사용합니다.

(2) 장비 동작 순서는 파워 코드가 꼽혀 있다는 전제에서 N.F.B를 켜십시오.

(3) 전원이 인가되면, DC 24V Output 단자에서 냉동기 전원공급 단자로 바나나짹을 연

결하십시오.

(4) 룸의 온도조절은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조정합니다. 

(5) 할로겐램프는 눈에 직접적으로 쐬지 않게 주의하여 주시고, 측정을 원하는 룸 앞에 

위치시키고, 거리를 조절합니다.

4-2. 기계 장비

(1) 단열박스 전면부는 유리재질로 취급에 주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할로겐 램프를 장시간 켜놓게 되면, 전구 수명이 단축 될 수 있으니, 실험시에만 켜

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실험장비는 공장에서 용접된 상태로 출하되어 임의로 해체 후 재조립 시 성능 또

는 장비 이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추후 A/S 요청 시 수리비가 청구될 수 있습

니다.

4-3. 전반적인 사항

(1) 본 장비 사용을 위해서 반드시 매뉴얼 또는 사용법을 숙지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

니다.

(2) 장비의 해체 또는 변형 사용으로 인한 고장 발생시에는 무상 A/S기간내의 장비라 하

더라도 수리비가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장비 사용에 있어 고장이나 이용 방법 문의에 대해서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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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품 보증 및 A/S 절차

제 품 보 증 서

수리를 의뢰할 경우 구입일자가 기재된 아래 내용을 제시하시면

충분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 델 명

보증기간 1년

구 입 일 년      월      일

구 매 자

기관(학교)명

부서(학과)명

(1) 본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은 위에 기재된 내용대로 보증혜택을 받습니다.

(2) 무상보증 기간은 구입일로부터 산정되므로 구입일자를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입일자 확인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 위 혜택이 가능합

니다.)

(3) 구매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일 경우 협의 하에 교체부품 비용에 해당하는 수리

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예 : 입력전압 잘못 연결, 침수, 낙하, 자체임의수리 

등)

(4) 보증기간 이후의 수리를 위한 출장비, 재료비 등은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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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 : (462-120)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79-7번지

사업장 : (464-895)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133-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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