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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라 램 뱅크 내의 열유동 수치해석에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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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hree-wavelength solar bank is a very important part for a solar simulator with commercial superlux 

lamps. It is projected metal halide lamps to satisfy following points simultaneously: ±10% of uniformity 

for irradiance of target area and irradiance in each wave region, and 1,232W/㎡ of maximum solar 

irradiance in summer. The developed solar lamp bank has been analyzed numerically by commercial 

programs in this study to carry out experiments.

  In conclusion, designed B-type heat lamp is not concentrated in one place than designed A-type heat 

lamp, it is spreaded widely, and it was proved numerical computation.

  We suggest that solar simulator is applied to actual experiment test through heat flow numerical 

analysis in solar lamp bank and the lamp is applied private industry or the military using complex 

environmental assessmen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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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menclature

 : energy [J]

 : enthalpy [J]

 : temperature [K]

 : Kronecker delta function

 : dissipation rate

 : viscosity [kg/m․s]

 : stres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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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태양열 복사시험기의 성능을 가늠하는 핵심부분으

로서 솔라 램 뱅크(Solar Lamp Bank)는 솔라 시뮬

이터(Solar Simulator), 즉 모사된 태양 빛을 방사

하는 장치이다. 다수의 램 들이 장착이 되어 있다고 

하여 뱅크라는 표 을 사용하고 있다. 본 시스템으로 

수행하게 되는 환경시험은 실제 자연환경 하에서의 

피시험체의 운용능력을 측하고 지리  난 으로 인

하여 경험하지 못하는 극한 자연환경을 모사함으로써 

피시험체에 한 환경 응 능력을 단기간에 간 으

로 평가하는데 주목 이 있다. 솔라 시뮬 이터에 

용하는 모사 빛은 각 장 역별 복사에 지가 자연

에 가까워야 하며 수명이 길어야 한다. 태양열 복사

시험 지침[1]에 의하면 세계 지역을 상으로 하는 

하 기 일일 최  복사조도(1,232W/㎡)를 매우 안정

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져 있다. 재 자

동차, 건자재  공조분야 기기의 태양열 복사시험기 

내부의 램 뱅크는 외선 램 만을 용하고 있으

며, 시스템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한 색바램 

상을 확인하는 다수 의류 시험기 에서는 단일 

소형 자외선 램 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램 들은 

량 선진국에서 수입하는 실정이며 단일종류의 램

를 용하고 있기 때문에 램 뱅크 설계에 한 특별

한 국내기술이 없는 실정이며 태양 빛이 갖는 장

역별 복사에 지  외선 는 자외선만을 램 뱅

크에 용하고 있다. 솔라 시뮬 이터의 모사 태양 

빛을 재 하는 기술의 가장 핵심 인 부분은 각 장 

역별 복사에 지를 태양 빛에 근 시키는 기술과 

램 뱅크에서 방출되는 열이 집 되지 않고 균등하게 

분산되게 하는 기술, 램 의 수명을 길게 유지하며 조

사면 이 넓고 균일도를 ±10% 이내에 유지시키는 기

술이다[4～7]. 이 세 가지 기술을 토 로 측하며 설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모사하고자 하는 램

는 외선 램 로 사용되고 있는 Superlux와 가시

선과 자외선 램 로 사용되고 있는 Metal halide 두 

가지이며, 상용 소 트웨어 로그램인 SolidWorks 

COSMOS FloWorks를 이용하여 실제 모사 실험을 

수행하기  산 수치해석에 의해 설계  용 가

능성을 측하려 한다. 한 우리가 제시하고자 하는 

형태의 솔라 시뮬 이터가 얼마나 태양 빛에 가깝게 

모사되는지 알아보기 해 이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솔라 램 뱅크 내의 수치해석 조건

가. 지배방정식

  일반 으로 유체  열유동을 해석하기 한 방정

식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연속방정식 : 




      (1)

∙운동량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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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방정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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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1, 2, 3은 각각 x, y, 그리고 z방향을 의

미하고 식 (2)와 식 (3)의 이놀즈(Reynolds) 응력

항 
′′ 과 난류 열유속항 

′′은 각각 난류 유

동  열확산을 지배하는 요소로서 와 성 근사에 의

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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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b)

  여기서 와 는 난류 와 성계수  와확산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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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와 를 구하기 해서는 지배방정식의 닫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연구에서는 표    

난류모델을 이용한다. 이때 난류운동에 지 와 이

의 소산율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6)









 



 


 



 (7)

  식 (6)과 식 (7)에 나타난 와 는 각각 난류 

응력  부력에 의한 생성에 지, 는 럭스 리차

드슨 수, , , 는 경험상수, , 는 난류 

란틀 수이다. 

  이 연구에서 용한 Standard   난류모델에 

사용된 계수  함수는 참고문헌[2,8]에 잘 설명되어 

있다.

나. 해석모델

  그림 1은 솔라 램 뱅크를 3차원 모델링한 것이다. 

체 솔라 램 뱅크의 가로, 세로  높이는 각각 

4.09×3.07×3.27m이고 가운데 램  하나의 지름은 15 

cm이며 총 99개가 장착되어져 있다[그림 1 (B)참조]. 

솔라 램 뱅크 양 면과 천장에 있는 홀(Hole)은 출

구부(Outlet)에 해당되며 해석 경계조건이 되는 사각

형태의 입구부(Inlet)와 출구부 제원은 표 1, 출구부 

홀의 제원은 표 2와 같다. 기  경계 조건은 기

압 조건으로 입구부는 내부유입 공기속도 1.5㎧  온

도 49℃이고 출구부는 유속이 빠져나가는 조건을 

용하 으며, 기 솔라 램 뱅크의 실내 온도는 20℃

이며 한 램 의 열원은 외선용 램 (Superlux) 

60W, 가시 선  자외선용 램 (Metal halide)는 

40W이다[9～11]. 기 공기유입 속도값은 MIL-STD- 

810F에 의거한 값이며 팬(Fan)이 부착되어 있다. 그

리고 방정식 내의 류항의 계산을 하여 상류차분

도식(Upwind Difference Scheme)을 사용하 다. 계

산의 수렴성은 질량유량의 잔류량이 10-3 보다 작아

질 경우로 하 다[3].

(A)

Inlet

Outlet

(A)

Inlet

Outlet

(B)(B)

[그림 1]  솔라 램 뱅크 3차원 모델링(A)와 (B)

[표 1] 솔라 램 뱅크 입출구부 제원(A 모델링 참조)

Rectangle Inlet Outlet

Length(m) 2.87 1.32⨯2(EA)
Width(m) 0.3 0.39⨯2(EA)

[표 2] 솔라 램 뱅크 출구부 제원(B 모델링 참조)

Hole Outlet EA

Both Sides(㎜) D=250 12

Ceiling(㎜) D=2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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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솔라 램 뱅크 유체와 고체의 격자 역

  그림 2는 솔라 램 뱅크 내의 유체 역과 고체

역의 해석격자를 나타내었다. 격자수는 약 300,000개

이다. 본 연구에서 99개의 램  조건은 두 가지 램

(Superlux lamp & Metal halide lamp)가 섞여 있으

며, 고려되는 설계 조건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삽입하

여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 다.

3. 용된 램  배열 형태

  그림 3과 4는 솔라 램 뱅크에 용한 두 가지(각

각 A형과 B형) 형태의 램  배열이며 표 3과 4는 각

각 램  형태의 장 역별 복사조도를 나타내었다. 

A형은 램 뱅크 심에 외선 램 를 12개 장착한 

형태이다. 60W 외선 램 를 심에 장착함으로써 

램 뱅크가 체 으로 열이 집 되는 형태를 취하

으며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외선, 가시 선, 자외

선 값이 모두 규격 조건을 만족하 다. 반면에 B형은 

램 뱅크 심에 가시 선 램 와 외선 램 를 교

로 50개를 장착한 형태이며 40W 외선 램 를 가

시 선 램 와 교차하여 장착함으로써 램 뱅크에서 

체 으로 열이 분산되도록 설계하 다. 와 같이 

설계된 이유는 그림 3과 그림 4에서 보는 것처럼 램

의 수가 각각 다르지만 본 연구에서는 에 지 약 

차원에서 시도한 것이며 그림 3에서 램 가 장착된 

면 과 동일하게 그림 4에도 비록 체 램 가 장착

되어 있으나 그림 3과 동일한 면 으로 용하 기 

[표 3]  A형 장 역별 복사조도

구 분 개수
장 역별 복사조도(W/m2)

합 계
자외선 가시 선 외선

가시 선램 32 18.88 502.97 279.68 801.53

자외선램 12 56.38 70.30 49.37 176.05

외선램 12 - 21.61 227.90 249.51

소 계 56 75.26 594.88 556.95 1,227.09

규 격 값 -
44.2～

91.8

517～

604

393.6～

590.4

1,008～

1,232

[표 4]  B형 장 역별 복사조도

구 분 개수
장 역별 복사조도(W/m2)

합 계
자외선 가시 선 외선

가시 선램 37 20.76 480.20 307.44 808.40

자외선램 12 68.16 84.23 59.15 211.54

외선램 50 0.07 21.43 183.75 205.25

소 계 99 88.99 585.86 550.34 1,225.19

규 격 값 -
44.2～

91.8

517～

604

393.6～

590.4

1,008～

1,232

[그림 3]  솔라 램 뱅크 램 배열(A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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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솔라 램 뱅크 램 배열(B형)

때문에 램 의 수가 다르더라도 비교 가능하기 때문

이다. 한 그림 3에서 외선 램 를 집 시킨 이유

는 머리말에서 언 했듯이 외선 램 를 일반 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림 4와 같이 삼 장(Three- 

wavelength) 램 를 골고루 장착한 것과 비교  최

화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B형도 A형과 마찬가지로 규격 조건을 모두 

만족하 다.

4. 수치해석 결과  고찰

가. 솔라 램 뱅크 내의 압력 결과

  그림 5와 6은 각각 A형과 B형의 솔라 램 뱅크 

내의 압력 결과이다. ‘2.가’에서 설명하 듯이 기 조

[그림 5]  솔라 램 뱅크 내의 압력 분포 결과(A형)

[그림 6]  솔라 램 뱅크 내의 압력 분포 결과(B형)

건이 기압이었으므로 체 으로 솔라 램 뱅크 내

의 압력은 일정한 분포를 보 다. 한, 솔라 램 뱅

크 윗부분의 입구부에는 솔라 램 뱅크 아랫부분보다 

공간이 상 으로 작아 미소하지만 다소 높은 압력 

분포를 보 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한 정

상상태의 압력 분포 결과를 보 다.

나. 솔라 램 뱅크 내의 속도 결과

  그림 7과 8 그리고 그림 9와 10은 각각 A형과 B

형의 솔라 램 뱅크 내의 유속 결과이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A형과 B형의 속도 기조건(1.5㎧)은 

동일하며 결과가 두 가지 모두 최  3.7㎧까지의 유

    [그림 7]  솔라 램 뱅크 내의 속도 분포 결과

(A형, 트리메트릭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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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8]  솔라 램 뱅크 내의 속도 분포 결과

(A형, 측면 구조)

   [그림 9]  솔라 램 뱅크 내의 속도 분포 결과

(B형, 트리메트릭 구조)

   [그림 10]  솔라 램 뱅크 내의 속도 분포 결과

(B형, 측면 구조)

동속도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솔라 램 뱅크의 천장 

부분은 그림 8과 10에서 보듯이 램 가 장착된 부분 

윗 공간이 아래쪽 보다 면 이 어서 공기의 유속이 

다소 크며 스월(Swirl)의 형태로 램 가 장착된 부분 

사이 공간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램 가 장착된 부분 아래쪽 공간은 공기의 

유동면 이 확 되어 유속이 작다. 그림 8과 10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부분의 출구부로 공기가 빠져

나가며 미소하지만 램  부분 하단부 측면에서 와류

(Turbulence)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솔라 램 뱅크 내의 온도 결과

  그림 11과 12, 그림 13과 14는 각각 A형과 B형의 

솔라 램 뱅크 내의 램  온도 결과와 솔라 램 뱅크 

측면의 온도 분포의 결과이다. A형은 그림 11에서 보

는바와 같이 램 뱅크 앙을 심으로 원형의 열분

포를 보이고 있다. 앙 좌측의 노란색 부분은 온도

가 368K 범 에 있고 앙 우측의 연두색 부분은 온

도가 358K 범 에 있으며 원형 부분과 앙 부분의 

온도차이는 약 20～30K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

나 솔라 램 뱅크의 열분포가 고르지 않고 크게 두 

역으로 나뉘어 온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램 를 장

착한 측면 부분은 앙 부분보다 온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은 측면에서 본 온도 분포의 결과

이며 열흐름은 다소 좌측 부분으로 형성되며, 이는 

열흐름이 균일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반면에 B형은 

A형과는 달리 가시 선 램 와 외선 램 를 교

로 장착한 형태이며 그림 12에서 본 결과 각 램 를 

조합하여 설계한 솔라 램 뱅크이므로 열이 한 곳에 

집 하지 않고 분산됨을 알 수 있었으며 램  앙의 

온도는 350K이고 램  가장자리 온도는 326～355K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4는 측면에서 본 온도 분포

의 결과이며 램  앙과 가장자리의 온도가 일정하

게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었으나 열흐름은 A형과 

유사한 반면에 B형은 체 으로 균일한 열흐름을 

보 다. 솔라 램 뱅크의 램  온도  측면의 온도 

분포 결과를 토 로 A형과 B형의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최종 으로 태양복사 지침서와 복사조도 규격은 

둘 다 만족 시켰으나 B형의 솔라 램 뱅크가 A형보

다 열흐름과 온도 분산 면에서 우수함을 보 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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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솔라 램 뱅크 내의 램  온도 결과(A형)

[그림 12]  솔라 램 뱅크 내의 램  온도 결과(B형)

[그림 13]  솔라 램 뱅크 내의 측면 온도 결과(A형)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하여 실제 환경실험 시 최 의 

램  배열이 산 수치해석을 통하여 열흐름을 밝히

고 곧 용하는 것이 가능해 졌고 솔라 램 뱅크를 

[그림 14]  솔라 램 뱅크 내의 측면 온도 결과(B형)

이용한 환경실험을 수행할 경우 A형과 B형의 경우를 

통해 모두 열흐름이 다소 편 되므로 최  구간에서 

피시험체를 설치하여 평가하는 것이 하다고 단

된다.

5. 맺음말

  본 연구는 솔라 램 뱅크 내의 열유동 수치해석을 

통하여 실제 용 가능성을 검토 하 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독자 인 램  조합방식으로 선진국에서 용하

지 않은 상용램  조합방식을 채택하여 태양빛을 

 장에 걸쳐서 모사하 다.

(2) 설계한 B형 램 방식에서 열흐름이 A형 램 방

식보다 한 곳에 집 되지 않고 체 으로 골고

루 분산됨을 알 수 있었다.

(3) 본 연구를 통하여 램  배열방식, 램  각도조  

 Fan 제어 등 다양한 변수 등으로 산 수치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따라서 합한 최

화 연구를 모색하고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제시

할 수 있게 되었다.

(4) 실제 각종 무기체계  직물류, 장페인트 등 특

수목  도료가 사용되는 시험평가 수행 시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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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 한 일 수 있으며 램 는 비용 산이 

가능하여 에 지 약이 된다. 따라서 군사 는 

민간 산업체 등 복합 환경 시험평가를 운용하는 

곳에 될 것이라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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