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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자연채광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생태건축

계획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하나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성능 채

광성능을 지닌 여러 첨단채광시스템이 연구･개발되어 다

양한 용도의 건축물에 널리 적용되고 있다. 1)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1974년에 OECD에 

속하는 29개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국제

기구로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IEA에서 지원하는 연구의 하나로 “Solar Heating 

and Cooling Programme(IEA SHC)”은 1977년에 시작된 

최초의 국제적 협동연구과제이다. 

IEA SHC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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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sk 21 연구는 자연채광을 주제로 첨단채광시스템의 개

발 및 건축적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연

구는 현재 16개 국가에서 공동으로 연구되며 그 세부과

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세부과제로 Subtask A는 채광시스템의 성능평

가방법을, Subtask B는 다양한 자연광 제어기법을 연구

하고, Subtask C는 자연채광 설계기법을 다루며, 마지막

으로 Subtask D는 자연채광 설계사례를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는 IEA SHC Task 21에 의해 연구･개발되고 있

는 다양한 첨단채광시스템을 소개하고 각각의 광학적 특

성 및 채광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또한, 시스템의 적용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적 적용가능성을 검토하 다. 

IEA에서 개발되어 소개된 12개의 첨단채광시스템 중에

서 우리나라 기후에 적용하기 어려운 “Angular selective 

skylight" 시스템은 분석에서 제외하 다. 또한, 아직 실

험단계에 있어 현재 최종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Anid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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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ar blinds"시스템을 제외하고 모두 10개의 첨단채광시

스템을 비교분석하 다.

연구결과는 21세기 환경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첨단채

광시스템에 대한 건축 디자이너의 이해를 넓히고 설계초

기단계에서 적합한 채광시스템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첨단채광시스템의 형상 및 특성

IEA에서 개발된 첨단채광시스템은 크게 첨단 차양시스

템(shading systems)과 첨단 광학시스템(optical systems)

으로 구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개발된 첨단채광시스템

을 적용할 수 있는 기후조건, 적용위치 및 특성 등을 간

단히 서술하 다.

2-1. 첨단 차양시스템(shading systems)

첨단 차양시스템은 주로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빛을 재

반사 또는 확산시키는 채광시스템이다. 기존의 차양장치

가 채광량 감소 및 외부조망을 방해하는데 반하여 첨단 

차양시스템은 조망이 가능하고 직사일광을 확산 또는 재

반사하여 충분한 자연채광이 가능하다. 

첨단 차양시스템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확산광만을 실

내로 유입하는 확산광 활용 차양시스템(표 1)과 확산광 

또는 재반사된 직사일광을 실내 천장으로 유입하는 직사

일광 활용 차양시스템(표 2)으로 구분된다. 

2-2. 첨단 광학시스템(optical systems)

표 1. 주로 확산광을 이용하는 차양시스템

시스템 명 형상
기후
조건 적용위치 특성

Prismatic 

Panels

-모든 

 기후

-수직창

-천창

- 레어방지

- 조망가능

- 에너지절약

- 태양추적필요

- 현재 적용가능

Prisms and 

venetian 

blinds

-온화한 

 기후

-수직창 - 레어방지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Sun 

protecting 

mirror 

elements

-온화한 

 기후

-천창

-유리

 지붕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Anidolic 

zenithal 

opening

-온화한 

 기후

-천창 - 레어방지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성능실험 중

Directional 

selective 

shading 

system 

with 

concentrating 

HOE

-모든 

 기후

-수직창

-천창

-유리

 지붕

- 레어방지

- 조망

- 에너지절약

- 태양추적필요

- 현재 적용가능

Transparent 

shading 

system 

with HOE 

based on 

total 

reflection

-온화한 

 기후

-수직창

-천창

-유리

 지붕

- 레어방지

- 조망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태양추적필요

- 현재 적용가능

표 2. 주로 직사일광을 이용하는 차양시스템

시스템 명 형상
기후
조건

적용위치 특성

Light guiding

shade

-더운 

 기후

-청천공

-수직창 - 레어방지

- 조망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louvers and

blinds

-모든

 기후

-수직창 - 레어방지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태양추적필요

- 현재 적용가능

Lightshelf for

redirection of

sunlight

-모든

 기후

-수직창 - 조망가능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Glazing with

reflecting

profiles

(Okasolar)

-온화한 

 기후

-수직창

-천창

- 조망가능

- 레어방지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현재 적용가능

Skylight with

Laser Cut

Panels

-더운 

 기후

-청천공

-저위도

-천창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Turnable 

lamellas

-온화한 

 기후

-수직창

-천창

- 레어방지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표 4. 직사일광 가이드 시스템(direct light  guiding systems)

시스템 명 형상
기후
조건 적용위치 특성

Prismatic 

panels

모든 

기후

수직창

천창

- 조망가능

- 실 깊숙이 자

  연광 유입가능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Holographic

Optical 

Elements in 

the skylight

모든 

기후

천창 - 조망가능

- 실 깊숙이 자

  연광 유입가능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Light guiding

glass

모든 

기후

수직창

천창

- 레어방지

- 조망가능

- 실 깊숙이 자

  연광 유입가능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표 4. 직사일광 가이드 시스템(direct light  guiding systems)

시스템 명 형상
기후
조건 적용위치 특성

Laser Cut 

Panel(LCP)

모든 

기후

수직창

천창

- 조망가능

- 실 깊숙이 자

  연광 유입가능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표 6. 태양광 전송 시스템(light transport)

시스템 명 형상
기후
조건 적용위치 특성

Heliostat -모든 

 기후

-청천공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에너지절약

- 태양추적필요

- 현재 적용가능

Light-Pipe -모든 

 기후

-청천공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Solar-Tube -모든 

 기후

-청천공

-지붕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Fibers -모든 

 기후

-청천공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태양추적필요

- 현재 적용가능

표 5. 빛 확산 시스템(scattering systems)

시스템 명 형상 기후
조건

적용위치 특성

Scattering 

systems

･light diffuse, 

capillary and 

frosted glass

-모든 

 기후

-수직창

-천창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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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광학시스템은 차양기능은 없으나 주로 자연광을 재

반사하여 실내 깊숙이 유입시키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

은 광원 및 자연광 유입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4가지 

구성요소로 분류된다. 확산광 가이드 시스템(diffuse light 

guiding systems)은 담천공 또는 외부 방해물의 향으

로 직사광이 도달하지 않는 지역에서 유용한 채광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은 창 주변의 밝은 천공광을 실내 깊숙이 

사입하여 채광성능을 향상시킨다(표 3). 

직사일광 가이드 시스템(direct light guiding systems)

은 직사일광을 이용하는 실에서 레어 및 과열을 방지

하기 위해 사용된다. 시스템은 사입되는 빛을 균등하게

표 3. 확산광 가이드 시스템(diffuse light  guiding systems)

시스템 명 형상 기후
조건

적용위치 특성

Lightshelf -온화한

 기후

-담천공

-수직창 - 조망

- 실 깊숙이 자

  연광 유입가능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Anidolic 

Integrated 

System

-온화한

 기후

-수직창 - 조망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Anidolic

ceiling

-온화한

 기후

-담천공

-채광창

 상층부

- 조망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성능실험 중

Fish System -온화한

 기후

-수직창 - 레어방지

- 조망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Zenith light

guiding 

elements 

with 

Holographic 

Optical 

Elements

-온화한

 기후

-담천공

-수직창

(특히 중

정과 접

한 창)

천창

- 조망

- 실 깊숙이 

  자연광 유입

- 조도분포균일

- 에너지절약

- 현재 적용가능



광학처리
반사면 

분절된 
광선반 

겨울철

여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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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시켜 급격한 조도대비 없이 레어를 방지하고 냉방

부하의 억제를 위해 부분적인 차양이 사용된다(표 4).

  자연광 확산시스템(scattering systems)은 균일한 조도

분포를 얻기 위해 적용된다. 시스템은 천창에 유용하며 

수직창에 적용할 경우 심각한 레어의 발생이 우려된다

(표 5). 태양광 전송 시스템(light transport)은 채광창이 

없거나 실 깊이가 깊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채광이 어려

운 실 내부에 자연광을 전송하는 채광시스템이다(표 6). 

3. 첨단채광 시스템의 특성

 3-1. 광선반 시스템

광선반은 고대 이집트시대부터 사용되어오던 채광시스

템으로 실내 깊숙한 곳까지 직사일광을 사입시킬 뿐만이 

아니라 천공에 의한 채광창의 레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채광시스템이다. 

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광선반은 레어 발생을 막고 외부조망을 유지할 수 있

는 채광시스템으로 실의 형상, 천장높이, 재실자의 눈높

이에 의해 위치가 결정된다. 또한, 건축물과 일체화되어 

건물입면을 형성하며 설치위치가 낮을수록 레어발생은 

증가하나 실내로 사입되는 빛의 총량은 증가하게 된다. 

광선반은 건물의 건축적이고 구조적인 디자인에 향을 

주므로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고려되어야한다. 또한, 창의 

방향, 실의 형상, 위도 및 계절 등을 고려하여 계획되어야 

하며 충분한 직사일광이 가능한 창에 적합하다. 동향이나 

서향의 창 및 담천공이 우세한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다. 

2) 종류 및 채광특성

광선반의 종류는 일반적인 형태에 더하여 반사면을 광

학적으로 처리한 광선반 및 가동형 광선반 등 최근 실내 

채광성능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1) 기본형 광선반(Conventional light shelf)

기본형 광선반은 대표적인 고정형 채광시스템으로 반사

면의 처리에 의해 채광성능이 결정된다. 반사면을 광택이 

있는 마감재로 처리하면 더 많은 빛이 천장으로 유입되

나 반사표면의 얼룩으로 인해 천장 면에 얼룩무늬 형상

(dart image)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

리즈메틱 필름(prismatic film)을 활용할 수 있다.

(2) 광학처리 광선반(Optically treated light shelf)

광학적으로 처리된 경사진 형태로 특정 태양고도에서 

직사일광을 반사하기 위해 상부 및 하부 반사면으로 

분절된 형태를 취한다. 이 시스템은 건물 외벽에서 단지 

0.1∼0.3m 돌출하여 여름철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동시에 

실 깊이 10m까지 자연광을 유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3) 태양추적형 광선반(Sun-tracking light shelf)

태양추적형 광선반은 반사면을 반사필름으로 처리한 태

양추적장치(sun-tracking roller assembly)를 설치하여 태

양위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발된 첨단 채광시스

템이다. 이 시스템은 실제 건물에 적용되지 않았고, 현재 

성능향상 및 시공성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 적용사례 및 채광성능

(1)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덴마크

연구소 남측입면에 폭 0.8m의 외부 부착형 광선반을 설

치하 다. 반사면은 반사율 75%의 알루미늄으로 제작되

고 태양의 위치변화에 따른 추적기능을 지니며 균일한 

직사일광을 실내로 유입할 수 있다(그림 5).

그림 1. 광선반 예 그림 2. 광선반의 적용

그림 3. 광학처리 광선반 및 예

그림 4. 태양추적형 광선반 및 예

그림 5. 연구소 실험동 외관 및 광선반



Okasolar 시스템 투명 블라인드 

상부반사

하부 레어 

억제

IEA 첨단채광시스템의 형상 및 특성에 관한 비교분석 / 김정태․정유근․안현태․안혁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논문집 Vol. 3, No. 1  2003. 03 49

차양장치가 없는 실과 비교하여 광선반의 설치에 따른 

채광성능을 분석한 결과, 담천공 아래에서 실내의 조도가 

다소 증가하 고 휘도변화 또한 고르게 나타났다. 청천공

에서는 충분한 차양효과 및 천장으로 반사된 직사일광으

로 인해 실 안쪽의 조도가 증가(10∼20%)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2) University of Science an Technology, 노르웨이

연구소 남측 창에 설치된 광선반은 창과 폭이 같고 깊

이가 1.0m의 고정형 내부 광선반이다. 이 광선반은 태양

제어유리(Solar control grazing)로 제작되어 반투명 표면

(투과율 33%)을 형성하며 반사면의 처리에 따라 반사율

을 43% 및 50%로 조절할 수 있다(그림 6). 

차양장치가 없는 실과 비교하여 광선반의 설치에 따른 

실내 채광성능을 분석한 결과, 담천공 아래에서 실내 중

간부의 조도가 약 15%감소하나 후반부의 조도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천공에서는 직사일광을 충분히 차양

하며 중간부와 후면부의 조도를 10∼20%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루버 및 블라인드 시스템

루버와 블라인드는 직사일광을 차단하여 레어 발생을 

방지하며 태양광의 재입사로 실내 채광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채광시스템이다.

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루버와 블라인드는 여러 개의 수평, 수직 및 경사 슬랫

으로 구성된다. 루버는 일반적으로 건물 외부에 설치되며 

높은 내구성을 지니고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이에 반해 

블라인드는 구조가 간단하고 다양한 위치에 설치가 가능

하나 내구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그림 7). 

루버와 블라인드는 지역에 상관없이 기존 건축물을 포

함한 모든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한 값싸고 편리한 채광

시스템이다. 태양의 위치에 따라 슬랫의 각도변화로 간편

하게 실내 채광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평루버 및 블라인드는 대개 모든 창에 사

용이 가능하며 수직 블라인드는 주로 동향과 서향의 창

에 효과적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되는 첨단시스템은  이

러한 일반적인 블라인드와 달리 모든 조건에서 실내 채

광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종류 및 채광특성

최근 내구성이 높고 닫힌 상태에서도 외부조망이 가능

한 다양한 종류의 루버 및 블라인드가 개발되고 있다. 이

러한 채광시스템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고정 및 가동형 루버와 블라인드

고정형 시스템이 주로 차양의 목적으로 설치되는데 비

하여 가동형 시스템은 직사일광 유입을 조절하고 레어

를 방지하며 확산광을 실내로 재입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외부의 상태에 따른 최적의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분적 조절이 필요하며 자동제어장치가 설치될 

경우에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반투명 블라인드(Translucent blinds)

반투명 블라인드는 닫힌 상태에서 빛을 확산광으로 투

과하여 밝은 채광창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투과되는 

빛이 큰 경우에 레어 발생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투

명 블라인드는 일반적으로 천, 플라스틱, 다공성 플라스

틱 등의 재료로 제작된다.

(3) Light-directing louvers

Light-directing Louver는 많은 종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반

사면은 다공성의 오목한 형태로 경면 반사재질로 마감되어 가능

한 많은 태양광을 천정으로 반사시킬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

로 복층유리 창사이에 설치된다. 

이러한 루버중에서 Fish 시스템은 삼각형 단면의 고정 수평루

버를 정 하게 정렬시킨 구조로 수직창에 설치하여 레어를 차

단하고 확산광을 재입사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열획득과 직사

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인 차양장치가 필요하다. 

역시 고정된 시스템인 Okasolar 시스템은 복층유리의 

안쪽에 설치되며 수많은 삼각형 반사루버 구성된다. 이 

Fish 시스템 

그림 6. 실험실 외관 및 광선반

그림 7. 루버와 블라인드

그림 8. 블라인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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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은 겨울철에 천장 깊숙이 빛을 반사시키며 여름철

에는 차양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3) 적용사례 및 채광성능

(1) Static and automated venetian blinds, 미국

미국 LBNL에서 개발되었으며 폭 17mm 슬랫을 15mm 

간격으로 배열한 알루미늄 블라인드이다. 빛 반사면은 백

색 페인트로 마감하여 반경면으로 처리되었고 실내 조도

를 항상 500룩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슬랫의 각도를 자

동으로 조절한다(그림 9). 

개발된 시스템은 고정형 블라인드와 비교하여 많은 태

양광을 재입사하여 여름철에 가장 우수한 채광성능(실내

조도 40% 향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춘, 추분일 때

에는 상대적으로 채광성능이 크게 향상되지는 않는다. 

이 시스템은 모든 기후에 적합하며 냉․난방부하와 연

동하여 조절할 필요가 있다. 또한, 블라인드를 닫은 상태

에서도 일부 빛을 투과하여 밝은 채광창을 형성하나 

레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2) Fixed louvers-fish system,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의 Bartenbach Lichtlabor(BAL)에서 개발된 

채광시스템으로 두개의 서로 다른 채광요소로 구성된다. 

창의 상층부에 고정형 빛 재반사 시스템인 Fish 루버를 

설치하고 하층부에 레어 조절이 가능한 가동형 반사루

버를 설치하 다(그림 10). 

담천공일 때 이 시스템의 채광성능은 일반 블라인드와 비교

해 볼 때 실 전체의 조도가 거의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청천공시의 조도는 아침에 일반 블라인드 보다 낮으나 

오후의 조도는 더 높게 나타났다. 일반 블라인드와 비교해 일

반적으로 실내 조도분포가 크게 향상되며 태양고도가 높은 상

태에서의 작업면 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프리스메틱 패널(Prismatic panels)

프리스메틱 패널은 얇고 평평한 투명 아크릴에 톱날과 같은 

홈을 새겨  빛을 반사 또는 굴절시키는 채광시스템이다. 차양장

치의 역할을 수행하며 직사일광을 굴절시켜 천장으로 사입한다.

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프리스메틱 패널은 선모양의 프리즘을 일렬로 배열한 

구성으로 이루어지며 보통 이중유리(double-glazed unit)

사이에 설치된다. 생산방법에 따라 주입형 몰딩방식과 특

수 에칭방식으로 구분된다(그림 11). 

주입형 몰딩방식은 산란각도가 다른 4개의 다른 형상으로 제작

된다(그림 11). 또한, 프리즘에 알루미늄 필름을 코팅하여 제작되

기도 한다. 에칭기법은 아크릴위에 1㎜ 이하의 작은 홈을 새겨 

프리즘 형성하는 것으로 가볍고 우수한 광학특성을 지닌다.

프리스메틱 패널의 주요기능은 차양과 자연광 유입이다. 

이를 위해, 일정한 범위의 각도의 빛은 반사하며 다른 빛

은 실내로 입사시키기 위해 굴절시키도록 디자인된다. 이 

때, 굴절된 빛은 래어 발생을 막기 위해 수평으로 15
。

이하의 작은 각도로 설치되어야 한다. 

2) 종류 및 채광특성

프리스메틱 패널은 다음과 같이 확산광을 유입하는 고

정형 및 태양을 추적하여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채광원으

로 활용하기 위한 가동형 방식이 있다(그림 12). 

(1) 확산광용 프리스메틱 패널

수직 채광창의 상부에 설치하며 확산광을 실내 천장으

로 사입한다. 채광장치의 설치로 창의 밝기를 감소시켜 

레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나 태양광이 강한 지역에

서는 부가적인 차양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그림 9. 블라인드 시스템이 설치된 사무실 외관 및 내부

그림 10. 실험실 내외부

그림 11. 프리스메틱 패널의 산란각도 및 예

그림 12. 프라스메틱 패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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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사일광용 프리스메틱 패널

수직 채광창의 상부에 설치하며 직사일광을 굴절시켜 

실내 천장으로 사입한다. 레어 발생과 색의 분산(분광

효과)을 막기 위해 정확한 입면형태와 산란각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고정형 직사일광 시스템

이 시스템은 주로 유리지붕에서 적용된다. 프리즘의 각

도는 태양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결정되며 이중유리 사

이에 설치된다(그림 13, 왼쪽). 

(4) 가동형 직사일광 시스템

주로 루버 형태로 사용되는 시스템으로 이중유리의 앞 

또는 뒷면에 수직 또는 수평으로 설치된다. 이 시스템은 

직사일광으로 인한 레어 발생을 억제할 수 있으나 천

공광에 의한 레어는 제어할 수 없으므로 직사일광에 

대한 차양장치로 작동한다(그림 13, 오른쪽).

3) 적용사례 및 채광성능

(1) Prismatic Panels , 노르웨이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에 

서 개발된 채광시스템으로 이중유리 천창에 설치되며 전

체 유리부분의 31%를 차지하고 있다. 프리스메틱 패널의 

채광성능은 담천공 상태에서 실내 조도가 20∼35%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천공에서는 균일한 주광

분포를 얻을 수 있으며 레어 없이 실 안쪽의 조도는 

30% 그리고 실내 평균 조도는 약 1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 왼쪽). 

(2) Prismatic Panels Combined with Inverted, 

   Semi-Perforated Blinds, 독일

독일의 베를린 Technical University에서 개발된 시스템

으로 차양을 위한 프리스메틱 패널과 확산광의 재반사를 

위한 구멍이 뚫린 블라인드로 구성된 채광시스템이다. 이

중유리 사이에 설치되고 일반 창호와 같은 형태로 제작

되었다. 담청공 상태에서 수동으로 조절되는 시스템은 차

양장치가 없는 일반 채광창과 거의 동일한 채광성능을 

지닌다. 청천공에서는 베네시안 블라인드와 비교하여 실

내조도를 높이며 차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3-4. Laser-Cut Panel

레이저를 이용하여 절단된 투명한 아크릴 판으로 형성

되며 신축성이 뛰어나고 열에 의한 변형이 적어  건축적 

적용성이 높은 채광시스템이다.  

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Laser에 의해 절단된 직사각형 panel을 여러 층으로 조

합한 채광시스템으로 각각의 판은 거울역할 수행하여 빛

을 굴절시킨다. 이 시스템은 빛의 실내 사입량이 많고 조

망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그림 15).

일반적인 패널은 표면을 직각으로 절단하지만, 입사되는 

빛의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 다른 각도로 절단할 수도 있

다. 또한, 창호내부에 고정하거나 구동되도록 하며, 패널

사이의 조망도 가능하다. 또한 폭이 좁은 곳에 베네치안 

블라인드 형태로 설치된다면 루버로도 사용된다. 

2) 종류 및 채광특성

(1) Fixed light-directing system

채광창에 수직으로 고정된 Laser-Cut Panel은 45°위로

부터 들어오는 거의 모든 빛은 굴절시키고, 20°아래로부

터 들어오는 빛은 투과시킬 수 있다. 광선반과 비슷한 채

광특성을 지녀 천장에 이차적인 확산광을 제공한다.

(2) Light-directing system in windows

수직창의 30°보다 위쪽에서 들어오는 빛을 크게 천장으

로 굴절시킨다. 밝은 창으로 인한 레어 발생은 적으나 

아래에 투과 되는 빛이 많으므로 창의 상층부에 설치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3) Sun-shading system in windows

수직창에 수평으로 고정된 폭이 좁은 아크릴 패널을 일

렬로 배치하여 높은 고도의 태양광을 외부로 반사하는 

차양의 기능을 지닌 채광시스템이다. 주로 차양의 목적으

로 사용되며 조망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림 13. 고정형 및 가동형 직사일광 시스템

그림 14. 적용 예 및 Prismatic Panels Perforated Blind

그림 15. 빛의 굴절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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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사례 및 채광성능

(1) Vertical Laser-Cut Panels, 노르웨이

The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에서 개발된 채광장치로 사무실 내부 창의 상부

에 설치되었다. 채광성능은 블라인드 시스템과 비슷하며 

담천공에서 일반 투명유리와 비교하여 실내 조도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청천공에서는 일년 내내 실내 

조도가 증가하 다(그림 16).

(2) Exterior, Tilted Laser-Cut Panels, 독일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TUB)에서 개발된 시스

템으로 패널은 레어를 방지하고 태양광을 투과하기 위

해 수직면 기준으로 20° 기울여졌다. 패널은 투명한 아크

릴을 레이저로 절단하여 제작되었고 창호시스템 내부에 

고정되거나 구동된다(그림 17).

담천공 상태에서 시스템은 외부 블라인드 시스템과 비

교하여 조도성능에 큰 차이가 없으나 청천공에서 태양추

적 기능을 부여하면 실내 조도가 두드러지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 태양광의 분광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3-5. Lighting-Guide Shades

Light-guiding shade는 태양광과 천공광을 천장으로 입

사시키는 채광시스템으로 확산유리 개구부와 실내 특정 

각도로 빛을 유입하는 2개의 반사판으로 구성되어있다.

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이 시스템은 일반적인 차양장치와 같은 수준의 차양효

과를 제공하며 차단되는 직사일광을 실 천장으로 유입하

여 채광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가격이 비싸고 

빗물의 누수가 우려되는 등 단점도 지니고 있다. 이 시스

템은 옥외 차양이 필요한 모든 건축물의 채광창의상부에 

설치되며 알루미늄 등의 높은 반사재를 시스템 내측에 

코팅하여 반사광의 사입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그림 18).  

 

2)  Mount Cootha Herbarium, Australia

북쪽 창에 설치된 Light-guiding shade은 일반 차양과 

비교하여 채광성능이 크게 향상되고 레어의 발생을 완

전히 차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차양장치가 설치된 실

의 평균 주광조도가 50룩스 이하인데 반하여 시스템의 

설치로 담천공에서 250룩스 그리고 청천공에서 1000룩스 

이상의 작업면 조도를 얻을 수 있다(그림 19). 

3-6. Sun-Directing System

이 채광시스템은 입사하는 직사일광을 모두 천장으로 

재반사하여 실내로 사입하는 채광시스템으로 복층유리 

사이에 아크릴을 끼운 형태를 취한다. 

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일반적으로 조망창에 설치되며 태양열 획득계수는 0.36

이고 U-value값은 약 1.3W/m
2k이다. 창 내부의 

“sinusoidal pattern” 또는 외피에 부착한 "holographic 

film"에 의해 사입되는 빛을 실내로 확산시킨다(그림 20).

그림 16.Vertical Laser-Cut 설치 예

그림 17. Tilted Laser-Cut이 설치된 사무소

그림 18. Lighting-Guide Shades 원리 및 설치 예

(Mount Cootha Herbarium)

그림 19.

일반차양(왼쪽)과 

체광장치가 설치된 

창(오른쪽) 

그림 20. Sun-Directing System의 원리 및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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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irecting glass의 설치는 보통 눈높이 보다 높게 

설치하여 레어 및 시각적 향을 최소화하며 보통 실 

높이의 약 10%에 위치한다. 또한, 고가로 보통 조망의 필

요성이 낮은 창은 일반적으로 블라인드에 의해 차양된다.

수직창 이외에 아트리움 등 대공간의 천창에 설치되며 

이 경우, 낮은 태양고도의 직사일광을 실내로 사입하기 

위해 약 20°의 각도로 기울여서 설치된다(그림 21). 

2) 종류 및 채광특성

Sun-directing system은 수직적으로 빛을 천장으로 굴

절시키므로 수평면상에서 빛을 입사하고 있다. 일반적으

로 수직적 편향은 아크릴의 형태에 의해 조절되고, 수평

적 편차는 “holographic film”에 의해 조절된다. 

(1) 수직굴절 시스템

입사광은 우선 시스템의 아크릴 표면에 모아지고 입면

의 더 내부 표면에서 굴절하여 빛의 방향이 굴절되어 실

내 천정으로 사입된다(그림 22).

(2) 수평굴절 시스템

실내로 사입된 빛을 실 전체로 골고루 퍼트리기 위해 

외피의 "holographic film" 또는 내부 유리에 설치한 

“sinusoidal pattern”을 이용하여 수평적으로 빛을 굴절시

키는 채광시스템이다. 

 

(3) 적용사례 및 채광성능

(1) Sun-directing glass, 독일

독일 쾰른의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에서 개발된 

첨단 채광시스템으로 층고 2.05m의 실에 설치되었다. 기

존의 창 내부에 설치된 sun-directing 요소는 높이가 40

㎝이며 창에서 조망이 나쁜 부분은 전면에 베네시안 블

라인드가 설치되었다. 

Sun-directing glass는 담천공 상태에서 채광효과는 낮

으며 주로 창으로부터의 거리가 3m이내의 조도를 상승시

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천공에서는 실내 5m 깊이의 조

도가 대개 500lux이상으로 나타났고 기존의 블라인드와 

비교할 때 실 안쪽의 조도를 100∼300lux 향상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그림 24). 

(2) Sun-directing glass in clerestory, 독일

베를린의 Technical University에서 개발되었고 창의 내

부에 “sinusoidal pattern"을 첨단 채광시스템이다. 시스템

은 기존의 이중 투명유리 안쪽에 설치되었고 사무소 천

정은 빛을 확산시키기 위한 반사재로 사용된다(그림 25).

채광시스템은 담천공에서 sun-directing glass의 낮은 

투과율로 인해 실 전체 조도가 감소하며 실 안쪽조도는 

약 3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천공에서는 춘․추

분과 하지에 대하여 실 전체공간에서 조도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7. Zenithal Light-Guiding Glass with Holographic  

       Optical Elements(HOE)

이 시스템은 격자모양으로 처리된 “holographic" 필름을 

유리사이에 삽입하여 제작된 유리판으로 색의 분광현상

을 유발하므로 직사광을 받지 않는 부분에 사용된다.

그림 21. Sun-Directing System의 적용

그림 21. 수직굴절 시스템

그림 22. 수평굴절 시스템

그림 24. 

Sun-directing 

glass 설치된 사무실

(Geyssel Build)

그림 25. Sun-directing glass가 설치된 창(왼쪽) 및 일반창



그림 27. ADO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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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Zenithal light-guiding glass는 holographic 필름에 레이

저 빔을 이용한 간섭패턴 으로 제작되며 이 패턴형태에 

의해 빛의 굴절지수가 결정된다. holographic 필름은 기계

적인 안전성과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두

개의 유리판 사이에 정착된다(그림 26).

이 시스템은 판유리에 부착하여 일반적인 창과 같이 건

물외피와 통합되어 설치될 수 있어 설치를 위한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재실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외부조망을 왜곡시킬 수 있어 수직 채광창의 상부에 적

용하여야 한다.

개발된 시스템은 확산광을 채광원으로 이용하며 직사일

광이 유입될 경우에 레어 또는 색의 분광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직사일광에 노출되지 않는 도심지

역 또는 천공휘도가 높고 직사일광이 적은 담천공 기후

에 효과적인 채광시스템이다.

2) ADO Office Building, 독일

독일의 쾰른에 위치한 ADO 빌딩의 북측입면 창에 개발

된 시스템이 적용되었다. Zenithal light-guiding glass의 

설치로 창과 가까운 부분의 조도는 감소하 으나 실내 

안쪽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아직 실제 건축물에서 현저한 에너지 절약효과를 보이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그림 27).

3-8. Directional Selective Shading System Using     

Holographic Optical Elements(HOEs)

이 시스템은 일정 각도로 입사광을 차단･굴절시켜 실내

에 확산광을 유입하거나 입사되는 빛의 방향을 조정하며, 

외부조망을 왜곡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 빛을 제공한다.

 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얇은 유리판에 "holographic diffraction grating"을 부착

한 채광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대공간의 채광창에 적용

이 가능하며 차양기능을 지니며 채광을 위한 확산광의 

실내 유입 및 외부조망이 가능한 첨단 채광시스템이다.  

그러나 "holographic" 활용기술이 초기단계로 아직 외부 

환경에서 장시간 실시된 데이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차양을 위해 가동형 시스템의 설치가 필요하므

로 가격 및 유지관리 비용이 높은 단점을 지니고 있다. 

2) 종류 및 채광특성

(1) Transparent shading system(total reflection)

이 시스템은 투명 차양시스템으로 좁은 일정 각도의 입

사광을 채광창 외부로 반사하는 시스템으로 투명한 차양시

스템이다. 높은 투명성과 차양효과를 제공하며 확산광의 

실내 유입 및 외부조망도 가능하다. 큰 채광창을 지닌 대

부분의 공간에 적용 가능하지만 직사일광으로 인한 레

어 또는 과열이 문제가 될 수 있다(그림 28). 

(2) Sunlight-concentrating system

입사하는 직사일광을 일정 방향으로 굴절시켜 두 번째 

유리판위에 집중하는 채광시스템이다. 집중된 태양광은 

반사 또는 흡수되어 전기 및 열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시

스템은 차양의 기능을 가지고 확산광은 투과시키며 조망

이 가능하다(그림 29). 

3) 적용사례 및 성능

Directional selective shading system은 IEA SHC Task 

21에서 권장규정에 따른 성능실험은 없으나 독일 

 표 7. HOE의 설치여부에 따른 
       실내 주광률(%)

창으로부터 
거리(m)

0.2 1.2 2.2 3.2

투명 창 15.7 4.1 1.3 0.7

HOE 설치 14.7 3.1 1.4 0.8

그림 26. 체광원리 및 적용 예

그림 28. Transparent system의 원리(REWE Headquarter)

그림 29. concent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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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ttgart의 Internationale Gartenbau-Ausstellung (IGA) 

House에 “Sunlight-Concentrating System”이 REWE 본

사에 “Transparent Shading System”이 적용되었다. 

태양전지와 통합된 “Sunlight-concentrating system”의 

태양열 전달율은 0.2이고 "Transparent shading system"

은 0.27이다. 이 시스템은 직사일광의 70∼80%를 막아주

고 건물의 냉방부하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9. Anidolic Ceiling System

Anidolic ceiling 시스템은 확산광을 수집하는 포물선 형

태의 집광장치와 천정면의 위쪽에 위치하여 실의 안쪽까

지 빛을 전송하는 광덕트로 구성된다. 

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Anidolic ceilings 시스템은 비거주용 건물의 측창채광을 

위해 고안된 채광시스템이다. 건물의 외부에 설치된 집광

장치는 담천공 상태에서 천공으로부터 오는 확산광을 집

광하고 광덕트를 통해 실내를 채광한다(그림 31). 

이 시스템은 입면 조망창의 상부에 설치된다. 시스템의 

형태는 기본적인 틀에 알루미늄(반사율 90%)을 붙여서 

제작되며, 입사된 천공광을 실 깊숙이 전달하기 위한 반

사거울과 불필요한 직사광을 차단하기 위한 블라인드가 

설치된다.

Anidolic ceilings 시스템은 조망창 상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천장공간에 광덕트가 필요하다. 따라서 건물을 구성

하는 다른 공간이나 구조적인 요소에 직접적으로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나 시공단계에서 구체적인 

검토와 조정이 요구된다.

이 시스템은 장애물로 둘러싸인 건물이 많은 도시환경

에서 확산광의 집광하여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용

하다. 또한, 상업건물, 산업건물, 또는 연구소 건물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디자인 문제는 기후와 위도

에 따라 바뀔 수 있다. 

2) 적용사례 및 성능

(1) DEMONA Daylighting Test Modules, 스위스

DEMONA Daylighting Test Modules는시스템의 채광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된 사무소 건물로 3.05(폭)×6.55

(깊이)×3.05(층고)의 크기와 실내 반사율(ρ벽=0.80, ρ천장

=0.80, ρ바닥=0.15)을 지닌다. 

채광성능 실험결과, 담천공 상태에서 시스템이 설치된 

실험실은 창으로부터 5m 떨어진 곳의 작업면 주광율이 

일반 사무소 건물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

애물이 있는 도시 환경에서는 채광성능을 약 2.8배 향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스템은 실의 균제도 및 전체 주광조도(담천공에서 

창으로부터 4-6m 거리에서 주광율 4%이상)를 향상시켜 

기존의 측창 채광시스템 중 성능이 가장 우수하다. 이에 

더하여, 거주자의 시각적 쾌적감 및 시작업 생산성이 크

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2, 왼쪽).

(2) LESO Solar Experimental Building, 스위스

LESO Solar Experimental Building은 중규모의 비거주

용 건물로 태양에너지 연구원과 EPFL의 건물 물리학 연

구실이 사용하고 있다. 남쪽 입면에 태양광 선택 복층유

리(selective coating double glass)를 설치하 고 길이 

25m의 Anidolic collector가 설치되어있다. 상부와 하부의 

유리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직사일광을 조절한다.

사무실 깊이는 4.5m이하로 인해 천장에 광덕트는 사용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확산광을 집광하여 덕트로 전송하

는 대신 천장에 재반사시켰다. 창으로부터 3.5m거리에서 

담천공 상태에서 2% 주광율을 보여 일반적인 채광창과 

유사하나, 실내 채광분포가 향상되고 있다.

3-10. Anidolic Zenithal Openings

Anidolic zenithal opening은 그림자가 형성되지 않는 

"non-imaging optics"을 기초로 개발된 천창형 채광시스

템이다. 이 시스템은 직사광의 유입 없이 천공으로부터 

확산광을 모으는데 사용된다.  

그림 30. IGA House(왼쪽) 및 REWE 본사(오른쪽)

그림 31. Anidolic Ceiling System

그림 32. DEMONA Daylighting Test Modules(왼쪽) 

및 LESO Solar Experimental Building(오른쪽)



그림 34. Archives Cantonales의 아트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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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 특성 및 적용성

Anidolic Zenithal Opening System은 광학적으로 빛을 

집중하는 “collector”와 실내로 발산하는 “emitter”로 구성

된다. 개구부는 북향으로 조절되고, 직사일광을 차단하기 

위해 수직 슬랫을 0.5m 간격으로 균일하게 설치한다. 

천창에 적용되는 Anidolic zenithal opening은 구름이나 

태양의 변화에 따라 천공 휘도분포의 변화를 거의 보이

지 않고 자연광을 유입하여 직접 레어를 유발하지 않는

다. 스포츠 홀, 박물관 그리고 아트리움 등 시각적인 편

안함이 필요한 대공간의 채광장치로 적합하다(그림 31). 

2) Archives Cantonales, 스위스

스위스의 Archives Cantonales du Tessin 건물의 

10×15×7m 크기의 아트리움에 시스템을 설치하여 채광성

능을 평가하 다. 연구결과, 같은 크기의 클리어스토리와 

비교하여 아트리움의 밑바닥 층의 수평조도가 64%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4).

채광성능은 58%의 투과율을 가진 수평면 확산 천창 개

구부로 유입되는 채광성능과 거의 같다. 그러나 일반적인 

천창시스템과는 다르게, 이 시스템은 태양의 유입으로 인

해서 실내과열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일반적인 천창과 비교하여 향상된 레어 제어능

력을 보이며 따라서 시각적 편안함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건물의 디자인과 적절히 통합이 필요하며 

디자인 초기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 결 론

오늘날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첨단채광시스템이 개

발되어 건축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재 IEA에서 개발된 첨단채광시스템을 소개하고 각각의 

광학적 특성 및 채광성능을 비교･분석하 다. 연구결과, 

첨단채광시스템은 크게 차양기능에 따라 첨단 차양시스

템과 첨단 광학시스템으로 구분되고 있다. 

첨단 차양시스템은 주로 직사일광 차단을 목적으로 설

치되며 빛을 재반사 또는 확산시켜 실내로 유입되는 채

광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종류에 

따라 확산광만을 실내로 유입하는 확산광 활용 차양시스

템과 확산광 또는 재반사된 직사일광을 실내 천장으로 

유입하는 직사일광 활용 차양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첨단 광학시스템은 차양기능 없이 태양광을 재반사하여 

실내 깊숙이 유입시키는 채광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천

공광을 유입하는 확산광 가이드 시스템, 직사일광을 이용

하는 직사일광 가이드 시스템, 빛 확산시스템 및 전송장

치를 이용한 태양광 전송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자연채광 설계를 위해서는 기후조건, 시스템 

설치장소 그리고 요구되는 채광특성 등을 고려한 최적의 

첨단채광시스템을 디자인 초기단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연구에서 분석된 다양한 첨단채광시스템은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개발될 채광시스템의 기초 자료로 이용될 뿐만

이 아니라 건축 디자이너의 이해를 넓히고 자연채광 건

물의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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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Anidolic zenithal ope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