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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정상 열전도 

◈ 학습목표 
     o 정상상태에서의 열전도에 대한 개념 이해 

     o 열저항 개념 도입에 의한 평면벽에서의 열전도 문제 해석 방법 

     o 접촉 열저항 발생 문제에 대한 열전도 문제 해석 방법 

     o 열저항 회로의 일반화 방법 

  

 

◈ 학습성과 
     o 정상상태의 평면벽 및 접촉면에서의 열저항 개념을 적용한 실제 공학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  

     o 다층(직열 및 병렬 연결)구조에서의 열저항 회로를 구성하고 열전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함.  



 강의 내용 및 순서 

   ■  평면 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열접촉 저항 

   ■  열저항 회로의 일반화 

   ■  종합요약 

제2장 정상 열전도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정상상태(定常狀態, steady state condition)란?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열저항 개념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열저항 회로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열저항 회로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열저항 회로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열저항 회로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다층 평면벽 

 



제2장 정상 열전도 

■ 평면벽에서의 정상 열전도 

    ▣ 열저항 회로 

 

 

 

 

 

 

 

 

 

 

                                                            < 예제 1 및  예제 2 > 

 



제2장 정상 열전도 

■ 열접촉 저항(Thermal contact resistance) 

      



제2장 정상 열전도 

■ 열접촉 저항(Thermal contact resistance) 

      



제2장 정상 열전도 

■ 열저항 회로의 일반화 
                                                                  o 열저항이 병렬일 경우 

 

 

 

 

 

                                                                

      



제2장 정상 열전도 

■ 열저항 회로의 일반화 
 

 

                                                              o 열저항이 복합배열일 경우 

 

      



제2장 정상 열전도 

▣ 종합요약 

    ◈ 1차원 열전달(벽) 

 



제2장 정상 열전도 

▣ 종합요약 

    ◈ 1차원 열전달(벽) 

 

      



 ◈ 다음강의(4주차) 

      - 원형관 및 구에서의 정상 열전도 

      - 임계반지름 

      - fin 방정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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