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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하학적․광학적으로 동일한 물리적 환경 내에서 빛은 

동일한 작용과 역할을 한다. 평가대상인 채광학적 환경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든 축소된 모형이든 축척과 광학

적 특성이 동일하게 유지되면 동일한 결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빛의 일관성 때문에 자연채광 

연구에 있어 축소모형 실험은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연

구방법이기도 하다. 

근래에 들어 컴퓨터의 발달과 함께 우수한 CAD 기법을 

이용한 자연채광 설계 및 해석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상 공간이 장방

형이나 원형 등의 단순한 형태만 가능한 경우나 직사광

이 배제된 담천광만 광원으로 고려되는 공간에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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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등 그 한계가 있다. 건축에 존재할 수 있는 

부정형 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대상 공간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 높은 방법은 적절한 수치적 정 도와 

일반적인 내부 마감으로 처리된 축소모형 실험을 통해서

만 가능하다. 

그러나 자연채광을 실험․ 평가할 때 전제가 되는 것은 

인공적으로 재현되는 천공의 조건이 이론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많은 실험 기

관들이 인공천공돔, 헬리오돈 및 인공 태양 등의 실험장

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들은 실험 특

성에 맞추어 다양한 크기와 디테일을 갖추고 있으며 각

기 다른 장점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동안 개발되어 사용중인 자연채광 

평가실험 장치들에 대한 사례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개발

된 K대학의 인공 천공돔 및 헬리오돈의 제원 및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기본적인 건물 형상의 모형 실험

을 통하여 인공돔내에서의 헬리오돈 실험에 의한 직사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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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ale model measurements should be conducted under an actual sky or in a simulated sky where conditions 

can be held constant. A number of successful attempts have been made to develop artificial sky domes with 

man-made sun emulators. With reference to formerly-developed examples, sky simulator facility has recently 

been activated in oder to provide desirable sky conditions for teaching and studies. The structure is a 

6m-diameter dome and promises to set various condition for energy related and lighting research activities. 

The sky dome is also equipped a heliodon, the tilt table, to facilitate additive direct sun impact under clear 

skies. Shading studies, using scale models with the heliodon, reveal how a building's design blocks or permits 

light's passage to the interior; solar access studies, and tests of the reflection and transmittance characteristics 

of new daylighting technologies. The design and construction specification and the initial operating experience 

with a building configuration are repor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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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율을 측정하여 그 유용성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

적이다.

2. 인공천공돔 및 헬리오돈 개발사례

2-1 인공천공돔 및 헬리오돈의 개요

자연채광 시스템의 성능 평가를 위한 모형실험은 실제 

천공상태에서 수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

관성 있는 자연 천공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이론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날짜나 시간은 실험에 많은 한계를 부여

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모형실험을 위해서는 원하는 평가 

일시에 해당하는 천공조건과 실험기간 중 일관적인 인공

천공의 유지가 필요하다. 

또한, 인접건물 또는 차양에 의한 그림자 효과 및 차

폐면적을 산정하거나 직사광에 의한 실내 사입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태양의 정확한 기하학적 설정

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제작된 인공적인 광학 실험장

치를 인공 천공 돔 및 헬리오돈이라 한다.  

그림 1. 인공 천공돔 프레임의 일반적 형태

헬리오돈은 인공 천공돔의 내부에 설치한 경우와 개별

적으로 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보다 다양한 천공 조건

의 설정을 위하여 전자가 바람직하다. 헬리오돈의 작동원

리는 세 가지의 태양 기하학적 변수, 즉 위도, 날짜, 시간

의 함수에 기초한다. 

그림 2. 초기 제작된 태양고정형 헬리오돈 

형태와 운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원

하는 평가 절기와 일시에 해당하는 태양 방위각과 고도

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고정된 인공태양에 대해 건물 모

형을 회전시키고 기울이는 형식이다. 둘째는 고정된 평판

에 건물 모형을 위치시킨 후 인공 태양을 움직이는 형식

이다. 

태양고정용 헬리오돈은 상대적으로 설치면적이 작고 

경제적이나 시각적 이해도가 떨어지며, 대지 고정용 헬리

오돈은 실제 태양 기하학을 기초로 한 것으로 개념적 이

해도가 높고 시각화가 용이하나 설치면적이 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 인공 천공 돔 표면에 

설치하는 경우 여러 면의 장점을 도모할 수 있다.

그림 3. 대지 및 모형 고정형 헬리오돈 

인공태양은 직진성이 높고 확산성이 작은 광원을 사용

하며 광도는 높을수록 유리하다. PAR 램프나 여러 개의 

할로겐 램프를 조명탑의 랙 형태로 구성하여 원하는 광

도를 얻기도 한다. 아울러 CCD 카메라나 모델 스코프, 

컴퓨터 이미지 생성기 등 다양한 주변기기를 병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헬리오돈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2-2 인공 천공돔의 개발 사례

1)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인공 천공돔

직경 7.2m의 반구형 돔에 108개의 형광튜브를 설치하

여 조광함으로써 다양한 천공 상태를 재현한다. 태양은 

1000W의 할로겐 램프와 반사갓을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재현하며 태양 방위각은 모형을 수평적으로 회전시켜 설

정한다. 

2) Texas A&M 대학 인공천공 돔

자연채광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온 Texas 

A&M 대학은 1963년도 초기 모델의 인공 돔을 개조하여 

1980년대 중반 직경 8.5m, 높이 3.6m의 대형 인공 돔을 

제작하 다. HID 램프를 인공광원으로 사용하며 다양한 

청천․담천공을 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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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LBNL인공 천공돔의 전경

2-3 헬리오돈의 개발 사례

1) PEC 헬리오돈

PEC (Pacific Gas and Electric Company)에 설치된 

헬리오돈으로서  U.C. Berkeley 대학의 연구진에 의해 설

계되어 그 기하학적 알고리즘은 이미 검증 받았으며 가

장 널리 알려진 형상이다. 기하학적으로 고정된 태양과 

움직이는 지구의 전형적인 헬리오돈 운용원리에 기초하

고 있다. 

이 장치는 태양과 건축 모형 사이의 기하학적 관계를 

재현하기 위하여 개발된 다양한 형태의 헬리오돈의 기본

적인 기능을 포함하고있다. 동시에 날씨나 대기 상태에 

향을 받는 대기 투과율에 따라서 증감하는 태양의 주

광량을 과학적으로 재현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따라서 

실내에 사입하는 광량의 측정과 함께 건물로 인한 그림

자 효과 및 일조 면적의 시각화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림 5. PEC 헬리오돈의 측면 및 작동 원리

인공 태양의 광원으로는 극장에서 스폿 조명으로 사용

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실험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

용하기 위하여 10m 높이의 실험실 천장에 설치되어 있

다. 우수한 직진성과 아울러 헬리오돈 평판의 중심부터 

가장 자리에 이르기까지 60cm 이하의 확산 성능을 가지

고 있다. 주재료로는 스테인리스 강철과 알루미늄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부분적으로 아크릴 도료로 마감되었다. 

그림 6. PEC 헬리오돈의 측정실험 

국부 촬 용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하여 병용함으로써 

태양과 채광에 의한 그림자 및 실내 사입광의 시각적 효

과를 촬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을 비디오 이미지 및 연

결된 컴퓨터를 이용한 동 상화를 통하여 실제적 이미지 

화를 제공함으로써 헬리오돈 사용의 효용성을 극대화시

키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현재 하와이 대학의 

Environmental Controls System 실험실에 설치되어 있

다. 

  

그림 7.  특수 CCD 카메라 및 찰  이미지

2) Model 126 헬리오돈

기존의 헬리오돈의 가장 큰 단점은 태양과 건물의 기

하학적 관계를 재현하기 위하여 해당 방위각과 태양고도

만큼 기울어진 평판에 모형을 부착하고, 평가가 진행되는 

동안 일관성 있게 고정시켜야 한다는 점이었다. 미국 

Auburn 대학의 Norbert Lechner에 의하여 설계된 

<Model 126 헬리오돈>은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기존 헬리오돈의 작동원리의 정 반대인 고정된 건

물과 움직이는 태양의 실제적인 원리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운용의 방법이 매우 용이하여 태양기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도 매우 높은 이해도와 

시각적 개념을 제공한다.

1.2m 직경의 원형 평판을 고정시켜 건물 모형을 위치

시키며 인공광원이 설치된 7개의 직경 1.52m의 원형 후

프를 이용하여 1년 12개월의 태양위치를 정확하게 재현

한다. 광원과 태양 궤적 루프가 많기 때문에 운용이 용이

하다. 원격 스위치에 의하여 원형 루프를 조정하며 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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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odel 126 헬리오돈의 형상 및 전경

으로도 원하는 루프 기울기를 설정한다.  

인공광원으로는 할로겐 램프가 사용되었으며 총 무게

는 130Kg 이다. 

그림 9. Model 126 헬리오돈의 실험 전경

  

그림 10. 해당 위도 및 태양위치 설정을 위한 조정 모습

3) 우루과이대학 헬리오돈

앞에서 설명한 헬리오돈이외에도 다양한 헬리오돈의 

제작 사례가 있으나 대표성이나 참고성은 앞선 예들을 

기능적․정확성 면에서 능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자

연채광연구를 심도 있게 하지 않는 일반 건축사무소나 

단순 강의용으로 헬리오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앞선 예

들처럼 고가의 대형제품일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우루과이 대학 건축학과에 위치한 헬리오돈의 경우, 가

장 대표적인 태양 위치를 설정한 후 이에 해당하는 태양

괘적과 위치만을 재현함으로써 태양 괘적 프레임이 간단

해지고 광원의 수가 줄어들며 운용법도 단순해지는 등 

복합적인 장점을 도모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림11. 우루과이 대학의 헬리오돈과 인공태양

2-4 헬리오돈 일체형 인공 천공돔의 개발 사례

1) 카디프 대학 헬리오돈

1999년에 제작되어 국 카디프 대학 건축학과에 설치

한 헬리오돈으로 천공돔과 일체화되어 설치되었다. 직경

이 8m로 모형고정용 평판이 대형이라 기본적인 평가이외

에 대형 단지의 일괄적인 측정, 인접 건물에 의한 일조 

향이나 지면 반사등을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그림 12. 인공 천공 돔의 외관

 인공 천공돔의 태양 궤적 프레임 절점에는 640개의 인

공 광원이 설치되어 있으며 광원으로는 색온도 4500K의 

에너지 절약형 콤팩트 형광등이 사용되었다. 부가적으로 

다양한 천공 상태를 재현하기 위하여 3%에서 100%의 밝

기 조절범위의 디머가 설치되어 있어 담천공 상태에서 

최대 7,000룩스의 조도를 재현할 수 있다. 평판 하부에는 

1m의 공간이 있어 건물 모형과 측정 기기의 조작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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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움직임과 동선을 제공한다. 

그림 13. 헬리오돈의 실험 전경

헬리오돈을 위한 인공태양은 돔의 주위 부에 태양 궤

적을 따라 수직면에 부착되어 있으며, 해당 태양고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소형 전동기가 내장되어 있고 컴퓨터로 

자동 제어되어 1-2분내에 0.5°의 정확도내에서 운용된다. 

해당 태양 방위각을 재현하기 위해서는 건물모형이 위치

한 원형 평판을 회전시키는 단순한 작동으로 가능하다.   

  인공 태양 광원으로는 방열량이 적고 가능한 높은 광

도 유지와 적절한 색온도의 부여를 위하여 1,000W 텅스

텐 램프나 575 HMI 램프가 사용된다. 점광원으로는 다소 

확산성을 가지고 있으나 매우 명확한 그림자를 생성하는 

장점이 있다. 

그림 14. 인공 태양 및 헬리오돈에 의한 

직사광 실험 전경

또한 태양전지,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실험 및 태양광 

및 태양열 차단 효과 실험을 위하여 4000W 고광도 광원

을 사용하여 8,000룩스의 조도와 600W/m
2의 열을 발생시

킬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실험 장치의 제어와 조절은 컴

퓨터를 이용하여 정확하고 용이하게 수행된다. 

 

그림 15. 천공 돔의 인공 광원

카디프 대학의 인공 천공돔은 그 크기와 정확도에 부

합하는 실제적인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홍콩의 

고 도 단지 조성계획에 있어 건물과 대지에 사입되는 

직사광 및 담천광의 양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닥 

직경 2m의 모형을 제작하여 평가하 다. 이에 부가적인 

주변기기로 모델스코프, CCD 카메라 등을 설치하여 매우 

실제적인 내․외부 조명 이미지를 추출하고 있다. 

그림 16. 고 도 주거단지의 평가와 모델 스코프

  헬리오돈만을 이용하여 측창이 배제되고 천장만이 설

치된 교회 예배당의 경우 현휘가 발생하는 지의 여부를  

모델스코프 사진을 통하여 평가한다. 이와 같이 인공 태

양과 헬리오돈을 사용하는 경우 인공 담천공에서 부분적

그림 17. 헬리오돈에 의한 천창 효과의 

모델스코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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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불가능한 자연채광의 질적 평가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2) Bartlett, University College London 인공 천공돔

직경 5.4m의 인공 천공 프레임에 확산 렌즈를 부착한 

270개의 광원을 부착하 다. 광원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콤팩트 형광등이 사용되어 개별 조광이 가능하다. 태양 

궤적을 따라 광원을 점멸하면 헬리오돈의 기능을 수행하

여 직사일광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가능하다. 실제 이미

지를 추출하기 위한 사진장비와 측정장비가 병용되고 있

다.

 

그림 18. Bartlett 인공 천공돔

3. K 대학 천공 돔 및 헬리오돈 제작 및 특성

3-1 K대학 인공 천공돔의 개요

기 조사된 기존의 인공 천공돔과 헬리오돈의 제원과 

특성을 참조하여 자연채광의 모형실험평가에 가장 필수

적인 인공천공돔을 제작하 다. 기존의 형태와 동일한 반

구형으로 물리적인 크기는 반경 6m 에 높이는 3.7m에 이

른다. 

가능한 완전한 곡면을 만들기 위하여 반구형 철골 프

레임을 제작한 후 각 분절면에 해당되는 곡률을 계산하

여 컴퓨터를 이용한 절삭․곡률 생성․시공이 되도록 하

다. 내부는 확산성이 높은 도료로 마감하여 담천공 재

현시 광학적으로 이상적인 빛의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고

려하 다. 

그림 19. K 대학 인공 천공돔의 제원

돔의 수평 가장자리에는 3열의 할로겐 램프셋트를 설

치하여 3 x 24의 총 72개의 광원이 배치되었으며, 각각의 

광원은 개별적으로 조광 각도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다

양한 천구 표면 밝기를 생성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다양한 

인공 천공상태가 재현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부가적으로 

LiCor사의 조도 측정 장치와 데이터 저장기가 설치되었

으며 모형 설치용 평판은 높이가 조절되는 기능이 첨부

되어있다.

그림 20. K 대학 인공 천공돔의 

전경

그림 21. 분전반과 램프조절용 디머

그림 22. 돔상부 환기구와 돔내부 에어컨

그림 23. 돔내부의 램프점등모습

3-2 K대학 헬리오돈의 개요

UC Berkeley 대학에서 제작된 PEC 헬리오돈의 형태와 

작동 원리를 참조하여 설계하 고 고정된 인공태양과 기

울기가 가능한 평판형으로 제작하 다. 전체적으로 무게

를 줄이기 위하여 가능한 알루미늄을 사용하 으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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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을 이루는 하부 구조부와 자체 잠김 기능이 부가된 기

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강철의 사용이 불가피하 다. 각 

부분들은 조립이 가능토록 하 으며 이동성을 높이기 위

하여 하부에 바퀴 및 바퀴고정 장치를 설치하 다.

그림 24. K 대학 헬리오돈의 형상

  헬리오돈 후면부에 위치한 조정 레버를 이용하여 태양 

기하학의 기본 변수인  위도, 날짜 및 시간을 설정한다. 

인공광원으로는 필립스사의 100W 및 200W PAR 램프를 

사용하며 높낮이가 조절가능하며 램프의 교환이 용이한 

디테일로 구성하 다. 

그림 25. 태양 위치 조절용 기어와 설정 장치

4. 인공돔내의 헬리오돈 성능의 기초 실험

4-1 외부 조도의 측정

제작된 헬리오돈의 성능 평가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인공 태양에 의해 형성되는 외부 조도의 범위와 일관성

을 측정하 다. 가능한 많은 광량과 직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제작되었다. 헬리오돈 평판과 인공 태양 광원

과의 거리를 가능한 증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경

우 광량이 현저히 저하되어 채광학적 변수에 대한 민감

도가 저하되며 빛의 분포도 확산성이 증가되어 평행한 

광선을 기재하기 어렵다. 

따라서, 광량을 높이고 직진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모

형과의 거리를 가까이 하는 경우, 측정점 위치에 따른 편

차가 증가하고 모형 위치나 인공 태양 위치의 미세한 변

화에도 결과값이 크게 향을 받으므로 실험수행시 많은 

주의를 하 다.

그림 26. 헬리오돈의 외부 광량 측정

  측정 결과 인공 태양과 헬리오돈의 거리는 2m정도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천광 및 반사광을 제외하

는 경우 400룩스 정도의 외부조도가 유지된다. 일반적인 

창호 형태의 채광시스템의 성능 평가에는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직사광의 실내사입 향 평가

그림과 같이 4.8m(W)x7.2m(L)x2.7m(H)의 공간에 창

호 하인방 0.9m, 상인방 0.3m을 제외한 입면을 1.5m 높

이의 개구부로 계획하고 일반적인 벽면 마감을 한 축소

모형을 제작하 다. 그리고, 담천광을 제외한 직사광의 

사입량과 이로 인한 실내 채광환경의 변화를 측정하 다. 

가장 중요한 물리적 변수인 측정 위치는 개구부로부터의 

거리에 직접적으로 향을 받으므로, 실 깊이를 삼등분 

하여 창면부, 중앙부, 후면부로 구별하여 평가하 다. 

  창면부의 경우 태양의 위치나 창의 형태에 따라 직사

광이 사입되는 부분의 경계를 중심으로 극단적인 조도 

대비가 형성되었다. 이 경우 외부 직사광의 60%정도의 

조도를 나타내며. 차양이나 창의 크기를 작게할 경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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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감소 된다. 중앙부나 후면부는 2% 미만의 직사광

이 유입되며 창의 형태나 차양의 설치 여부에 따라 0.5%

까지 감소하지만, 개구부의 물리적․광학적 변화에 따른 

향은 창면부와 달리 민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7. 헬리오돈의 실험 일례 (춘․추분 정오의 남향)

     

그림28. 헬리오돈의 실험예 (춘․추분 정오의 서향)

  실험결과, 창면부는 적절한 채광시스템의 계획으로 조

도를 낮추고 국부적인 직사광의 사입을 배제하여 확산되

도록 하며, 직사광의 유효거리를 깊은 심도의 실내공간까

지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조명의 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중앙부나 후면부는 적은 양의 자연광도 의미가 있으므로 

직사광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직사광이 있는 천공의 상태는 청천공이며 평균 외부 

조도가 100,000룩스에 이르며, 이의 0.1%가 100룩스에 해

당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직사광은  고심도 공간의 질

적인 기여 뿐 아니라 양적인 조명원의 역할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에 제작된 자연채광 성능평가용 인공 천공돔, 헬

리오돈 및 인공태양을 조사한 결과 그 작동 원리와 형태 

및 제작 경비에 있어 다양한 종류가 있었으며,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개발 사례를 제시하

다. 

2) 앞서 조사된 제작사례를 참조하여 K 대학에서 대형 

인공 천공돔과 PEC의 운용원리를 이용한 헬리오돈을 자

체적으로 설계․제작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 다.  K 대

학에서 평판 기울임형 헬리오돈을 제작한 것은 이동성이 

뛰어나 외부에서 실제의 태양광 상태에서도 실험이 가능

하다. 추후 인공 천공돔 표면에 대표적인 태양 위치에 해

당하는 절점에 인공 태양을 설치하는 경우, 태양 이동형 

헬리오돈으로 전환하여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한 결과이다. 실제의 천공상태에서 태양의 고

도와 방위각에 대하여 상대적인 조절값을 적용할 경우 

헬리오돈 평판을 상대값만큼 기울이면 원하는 태양고도

와 방위각을 자연 천공에서도 재현할 수 있다, 이 경우 

완전한 태양광 조건 하에서 가장 이상적인 헬리오돈의 

사용이 가능하다.

3) 개발된 인공천공 돔의 효용성을 예시하기 위하여, 일

반적인 장방형태의 공간과 개구부를 대상으로 헬리오돈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기간동안 인공태양은 직사광을 

광원으로 한 실험에 적절한 광량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

으며 빛의 확산성과 직진성 및 실내부 조도의 민감도

를 고려하여 헬리오돈과 인공광원의 거리를 설정하 다. 

창문에 근접한 실내에 형성되는 직사광의 유입면적을 시

각화하여 평가할 수 있었으며, 외부조도에 대한 내부조도

비율을 산정하여 직사광의 양적인 기여도를 예측할 수 

있는 효용성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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