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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SYS01(KGT-100)
열류계 (건축물 에너지 진단장비)

High accuracy thermal resistance measurement system with 2 measurement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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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YS01(KGT-100)사양
Test method ISO 9869 and ASTM C1155 / C1046

Measurement locations 2 (can be increased on request)

Power requirements 110-220 V, 0.5 Watt (max)

Differential temperature (ΔT) matched pairs thermocouple type KX, 584.3:1989

ΔT accuracy 0.1 degree C

Heat flux sensor type HFP01

Protection sensors and MCU IP 63

Cable length 20 m (3x) and 10 m (3x)

Storage capacity > 30 days of data: 10 minute and 24 hour averages

Data analysis to be performed by the user according to ISO and ASTM 
standards

 일반 측정 사양
 - 측정표준 : ISO 9869와 ASTM C1155 및 C1046

 - CE 요구 사항 : TRSYS 시스템은 CE 지침을 준수합니다.

 - 측정 포인트 : 1 (요청 시 증가 가능)

 - ISO 요구 사항 : TRSYS은 ISO 인증 실험실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함

 - 보호 등급 : MCU : IP63, 센서 : IP65

 - 온도센서 : 쌍을 이루는 온도센서(2개), 센서타입(KX, 584.3:1989)

 - 온도 범위 : -30 ~ 80°C

 - 온도센서 케이블 길이 : 10M (2개, 기본), (옵션 40m까지 공급가능)

 - 열류센서 종류 : Heat Flux Plate

 - 열류센서 케이블 길이 : 5M (1개, 기본), (옵션 20m까지 공급가능)

 센서 사양
 - 열류센서 민감도 : 50 μV/ W.m-2

 - 열류센서 온도범위 : -30 ~ +70도

 - 열류센서 열저항값 : < 6.25 X 10-3 Km2/W

 - 열류센서 측정범위 : +2000 ~ -2000 W.m-2

 - 열류센서 캘리브레이션 표준 : NPL, ISO 8302 / ASTM C177

 - 열류센서 오차범위 : ±5 %

 - 온도센서 정확도 : 0.1도

 MCU 측정 및 제어 장치 사양
 - 전압 측정 정확도 : 1마이크로볼트

 - 데이터 저장 용량 : 최소 30 일 (10분, 24시간 평균 데이터 저장시)

 - 전원공급장치 : 프리볼트 외부 아답터 

 - 공급전원 : 12VDC

 - 데이터 전송 방법 : RS232 / USB

 - 소프트웨어 구동을 위한 시스템(PC) 사양 

 · OS : WinXP, WinVista, Win7,  

 · 하드웨어 : 1개 이상의 시리얼포트 또는 USB 포트, 100MB HDD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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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SYS 시스템은 건물의 열저항 및 열 투과율의 분석을 위한 측정시스템으로 ISO 9869와 ASTM C1155 및 C1046 

표준 측정규정에 따릅니다

TRSYS01 is a measurement system for analysis of thermal resistance and thermal 
transmittance of building elements by in-situ measurement. It can be used for 
measurements according to ISO 9869 and ASTM C1155 / C1046 standards. In its standard 
configuration the system is equipped with two heat flux sensors as well as two pairs of 
matched thermocouples for differential temperature measurements. 

                          제품구성

소프트웨어 PC200W (USB제공)
MCU와의 통신을 위해 PC에 설치하여야 합니다.

열류센서
한쪽면은 빨간색, 반대면은 파란색의 원형 플레이트 판모양의 센서로 열류 측정에 사용됩니다. 케이블길이 5M (1

개, 기본), (옵션 20m까지 공급가능)

온도센서(1쌍)
주름관 속에 가느다란 전선이 포함된 제품으로써 2개가 1쌍을 이루며 케이블 길이는 10m(기본)임. 옵션(40m까지 

가능하며 10m단위로 추가 가능함.) 

소프트웨어
TRSYS 시스템 운용 소프트웨어. MCU 측정프로그램 포함

USB-시리얼 케이블
가상 시리얼포트 생성을 위한 USB-시리얼 변환 케이블 및 드라이버(CD) 

전원 공급 장치 
TRSYS 시스템의 공급전원 범위는 10 ~ 13 VDC / 0.5W 사이의 DC 전압이 공급되어야 합니다.

전원공급장치로는 일반적으로 제품에 포함된 DC 아답터를 사용합니다. 아답터의 입력 전압범위는 100-240VAC, 

50/60 Hz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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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일반 이론

 열저항, 열투과율 또는 건물의 U-값 측정은 건물 요소연구에 활용됩니다.

 TRSYS 시스템은 측정하고자하는 관측지점에 열류센서를 설치하여 열류값을 측정하며(Φ),   쌍을 이루는 온도센서

를 설치하여 온도차(ΔT)를 측정합니다. 이렇게 측정된 두 가지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저항값(TR)을 구할 수 있습니다.

 TR = ΔT / Φ (1.1)

 열저항값(TR)을 구하기 위한 위의 측정방법은 ISO 9869와 ASTM C1155 및 C1046 표준   측정규정에 따릅니다.

 TRSYS 시스템은 0.5마이크로볼트까지 계측할 수 있는 고성능 데이터로거와 0.1도차까지   측정할 수 있는 쌍을 

이루는 온도센서, 그리고 열류측정센서로 구성이 됩니다.

 TRSYS의 사용자는 본 매뉴얼에서 제시하는 표준방식에 따라 시스템 동작 및 데이터 분   석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는 아래 표준 규정을 준수합니다

The in-situ measurement of thermal resistance, thermal transmittance or U-Values of 
buildings is often applied in studies of building elements. 

The thermal resistance, TR, measurement is based on simultaneous measurement of time 
averaged heat flux F (using a heat flux sensor) and differential temperature, ΔT, (two 
temperature sensors). 

TR = ΔT / F 

The ISO and ASTM standards on the subject comment on applicability of the method, on 
installation and on data analysis. 

The TRSYS consists of high accuracy electronics (measurement accuracy up to 1 
microvolts) as well as matched thermocouple pairs to make a differential temperature 
measurement with a better accuracy than 0.1 degrees C. It also includes HFP01 heat flux 
plates. HFP01 is the world's most popular sensor for heat flux measurement through 
building envelopes. 

MCU의 측정 및 제어 유니트(1), 전원 어댑터(2),  1쌍의 온도센서(4), 열류센서(5) 로 구성되며 MCU에 측정된 데이

터가 저장.데이터 분석은 PC(3) (포함되지 않음)와 연결하여 수행. 

데이터분석용 소프트웨어는 제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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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flux sensor specifications:

Nominal Sensitivity 50 μV/Wm2

Nominal Resistance 2 W

Temperature range -30 to +70 °C

Sensor thermal 
resistance

< 6.25 10-3Km2/W

Range -2000 to +2000 W/m2

Calibration traceability NPL, ISO 8302 / ASTM C177

Expected typical 
accuracy (12 hr 
totals)

within +5%/-15% in most common soil, within +5%/-5% 
on walls

HFP01 Heat flux plate

The Hukseflux HFP01 heat flux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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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200W의 뷰어 프로그램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래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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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200W의 뷰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조회

엑셀의 셀 단위로 데이터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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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구간 선택

열관류율 자동 측정후 report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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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HFP03-02 열센서
2000 to 2000w/m2(2채널)

Option TC03-02 온도센서
KX type Matched parts 0.1도

(2채널)

Option 20-1 열센서케이블
표준 10m

Option 20-2 (1 쌍) 온도센서케이블
표준 각 10m

KGT-CM5000-MSP
무선모듈

(무선측정시)
IEEE 802.15.4 무선센서네트워크 개발 

플랫폼(2.4G-2.485GHz)

KGT-500 휴대용전원공급기 DC 12V 5A/AC 220V 60Hz 150W
추가옵션 선택

MX785201A-34
Carrying case(Large)

For monitoring system
상기 그림참조

MX785201A-36 Netbook hanger & wheel
상기 그림참조

Netbook
Netbook computer for 

KGT-100
상기 그림참조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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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kseflux Thermal Sensors - Elektronicaweg 25 - 2628 XG Delft - The Netherlands
e-mail:  fax: +31-15-25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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