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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

효과적인 자연채광은 실내 시환경의 쾌적성 및 작업성

능을 향상시키며,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과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생태건축의 한 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성능 채광성능을 지닌 

다양한 채광시스템에 대하여 연구․개발되었으며, 자연채

광 성능을 예측하기 위한 평가기법으로 실제 건물과 유

사한 실물대모형(Mock-Up Model)실험을 통하여 자연채

광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는 1974년에 OECD

에 속하는 29개국과 유럽연합에 의해 공동으로 설립된 

국제기구로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

하고 있다. IEA SHC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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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중에서 Task 21연구는 1995년부터 1999년까지 4년 동

안 세부과제를 Subtask A, B, C, D로 나누어 자연채광을 

주제로 첨단 채광시스템의 개발 및 평가를 통해 건축적 

적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 다. 덴마크를 연구주관국가

로 선정하여 16개 국가에서 12개의 첨단고성능 채광시스

템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채광성능을 실험하 다. 

  본 연구는 IEA SHC Task 21에 의해 연구․개발된 다

양한 첨단 채광시스템 중에서 실물대모형(Mock-Up 

Model)을 가지고 채광성능을 평가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물대모형의 형상(길이, 폭, 높이, 창면적, 유리면적, 거

주여부), 측정시스템(제조사, 측정범위, 보정, 최대보정오

차, V(λ), 코사인응답오차, 작업오차), 그리고 데이터 취득

시스템(제조사, 형태, 단자채널수, A/D전환분해능력, 데이

터취득 소프트웨어)을 비교분석하 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과는 채광성능평가를 실물대모형실험을 통하여 수행할 

경우 건축설계 초기단계에서 채광성능평가를 하는데 국

제적 프로토콜(protocol)을 적용함으써, 연구결과의 국제

적 공인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첨단채광시스템 실험용 Mock-Up 모형의 형상 및 모니터링 

프로토콜 시스템에 관한 비교분석

- IEA SHC Task21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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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of Advanced Daylighting Systems for Daylight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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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novative daylighting systems in buildings in various climatic zon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developed under the IEA 

SHC Task21. The performance assessment were obtained by monitoring the most systems using full-scale test model rooms or 

actual   buildings under real sky condition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figuration and monitoring system of the nine 

Mock-up models of the IEA SHC Task21 comparatively.

  For the purpose, the geometry of the test rooms (length, width, height, window area, glazed area and occupied), reflectance 

of walls, floor and ceiling, transmittance of glazing (transmittance for hemispherical irradiation, normal irradiation and U-value) 

were compared. And equipment for measurement (manufacturer, range, calibration, maximum calibration error, cosine response 

error, fatigue error), and data acquisition system (manufacturer, type, number of differential analogue input channels, A/D 

converter resolution in bits, data acquisition software) were also analyzed comparatively. 

  Some findings of these experimental methodology of standard monitoring have been proven to be a valuable one for future 

assessment of advanced daylighting systems in our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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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EA의 실물대모형 실험방법론 고찰

  실물대모형을 이용하여 고성능 채광시스템의 성능평

가실험을 한 나라는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국, 오스트

리아, 스위스, 미국 등에서 수행되었으며, 지도상으로 본 

연구국가의 위치는 <그림1>과 같다. 이 중에서 실물대모

형을 이용하여 고성능채광시스템의 성능을 평가한 9개 

국가의 연구소에서 실행한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 독일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덴마크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노르웨이

•Baetenbach LichtLabor, 오스트리아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스위스

•Institut fur Licht-und Bautechnik, 독일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국

(a) 유럽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 미국

(b) 미국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오스트레일리아

(c) 호주

그림 1. 실물대모형실험 수행 위치도

2.1 Technical University of Berlin(TUB, 독일)

채광시스템의 실험적인 평가는 베를린 공과대학에 있

는 가구가 비치되어있지 않는 세 개의 실물크기의 모형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 TUB는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위도52°N, 경도13°E).

(1) 모형의 형상

 실물대모형은 동일한 역에 세 개의 방(A,B,D)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실험실은 몇몇 외부 장애물이 있는 정남

쪽에서 동쪽으로 6°향하도록 남동쪽으로 지어졌다. 각각

의 방은 3개의 분리된 창이 있고, 바닥 위 토대의 높이는 

0.95m이다. 기준실과 실험실 모두 밝은 색의 표면(벽-회

색, 바닥-회색, 천장-흰색)으로 마감되었다.

(2) 측정

 내외부 조도측정에 사용된 모든 센서는 베를린의 

PRG Krochmann, LMT GmbH사의 조도센서이며, 내부

의 수평 조도레벨은 0.85m의 높이에서 12개의 센서를 격

자로 설치하여 측정하 다. 모든 센서들은 PC보드를 사

용하여 데이터 취득시스템(Delphin Instruments/Keithley)

에 연결되었으며, TUB에의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여 데이터를 취득하 다. 외부조도는 수평면의 전천공조

도, 차폐된 수직면(북, 동, 남, 서)의 휘도분포를 측정하

다. 부가적으로 내부의 측정은 CCD카메라(ThechnoTeam 

GmbH, Ilmenau)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a)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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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내외 모습

그림 2. TUB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2.2 Danish Building Research Institute
    (SBI, 덴마크)

태양의 위치변화에 따른 추적기능을 지닌 광선반시스

템의 실험적인 평가는 덴마크 건축연구소(SBI)에 있는 가

구가 비치되어있지 않은 두개의 실물대모형 실험실에서 

수행되었으며, SBI는 코펜하겐 북부에 위치해 있다(위도

56°N, 경도12°E)

(1) 모형의 형상

 SBI에 있는 실물대모형은 동일한 역에 기준실과 실

험실로 구성되었다. 실험실은 정남쪽에서 동쪽으로 7°향

하여 지어졌으며, 서쪽으로 몇몇 외부 장애물이 있다. 각

각의 실은 전면의 전체 높이의 창이 있지만, 창의 아랫부

분은 측정하는 동안 덮어두었다(바닥 위 토대의 높이는 

0.78m). 실은 밝은 색의 표면(벽- 흰색, 바닥-밝은 회색, 

천장-흰색)으로 되어있고, 가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측정

 내외부조도 측정에 사용된 모든 센서는 스웨덴의 

Hagner사의 제품으로 빛에 민감한 실리콘 다이오드이다. 

내부 수평면조도는 바닥 위 0.85m의 작업면에서 측정하

으며, 창으로부터 수직 중심선에 6개의 센서를 설치하

여 측정하 다. 모든 센서들은 데이터 수집시스템

(Keithley)과 SBI에서 고안한 데이터 취득소프트웨어에 

연결되어 있다. 외부 측정은 수평면의 전청공조도, 차폐

된 수직적 천공(남쪽)조도를 포함한다. 

(a) 평면도

(b) 실내외 모습

그림 3. SBI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2.3 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NTNU, 노르웨이)

  채광시스템의 실험적 평가는 5개의 사무실을 사용하

여 매일 수행되었다. 사무실은 오슬로 근처의 Sandvika에 

있는 지역 에너지회사인 Energiselskapet Asker og 

Eaerum의 관리건물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위도59°N, 경

도11°E).

(1) 모형의 형상

 사무실은 동일한 역에 6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실들은 거의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가 두번째실은 기

준실과 비교하여볼 때 측면적으로 뒤짚어 놓았다(두번째, 

네 번째 그리고 여섯번째 실). 실험실은 정남쪽에서 동쪽

으로 9° 향하도록 지어졌으며, 동쪽으로 몇몇 외부 장애

물이 있다. 창문의 기능은 조망창 위에 전체 넓이의 채광

창(일광창)으로 분리되어 있다. 바닥 위 토대높이는 

0.78m이다. 실은 박은 색의 표면(벽-흰색, 바닥-푸른 회

색, 천정-흰색)으로 되었고, 가구가 설치되어 있다. 각 실

의 가구배치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2) 측정

 내외부 조도측정에 사용된 모든 센서는 독일(PRG 

Krochmann)회사의 제작품인 빛에 민감한 실리콘 다이오

드이다. 내부 수평면조도는 바닥위 0.8m의 작업면에서 창

으로부터 수직 중심선에서 측정되었다. 부가적으로 센서

는 내부바닥위의 1.2m높이에서 벽의 가까운 곳에 수직으

로 설치되었다. 모든 센서는 데이터 취득시스템(Hp 

34970A)에 연결되었으며, 외부 천공측정은 수평면 전천공

조도와 차폐되지 않은 수직면조도를 측정하 다. 

(a)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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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내외 모습

그림 4. NTNU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2.4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LBNL, 미국)

  나란한 두개의 실험실은 자연채광실험평가를 수행하

기위하여 사용되었다. 실험실은 켈리포니아 오클랜드 중

심가에 위치한 현존하는 고층건물의 5층에 위치하고 있

다(위도37.1°N, 경도 122.4°W).

(1) 모형의 형상

 실험실은 미국의 개인 사무실의 전형적인 비율로 설

계되어 있다. 남동향의 창문은 정남쪽에서 62.6° 동향으로 

향하 고, 근처의 고층건물에 의해 부분적으로 시야에 방

해를 받는다. 창문의 폭은 0.78m의 토대높이와 2.58m의 

전체 높이를 가진다. 실은 밝은 색의 표면(벽-흰색, 바닥

-베이지, 천장-흰색)을 가지며, 가구가 설치되어 있다. 

(2) 측정

 내외부 조도는 센서에 연결된 Li-Cor 코사인을 사용

하여 측정하 다. 10개의 작업면 조도센서는 각 실험실

(0.77m)에 2×5격자에 위치하고, National Instruments사의 

Labview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외부 구형과 

확산된 수평조도, 수평면의 일사량 그리고 외부 온도데이

타는 Campbell Scientific CR10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인접한 5층 건물에 인접한 지붕에서 측정되었다. 

(a) 평면도

(b) 실내외 모습

그림5. LBNL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2.5 Baetenbach LichtLabor(BAL, 오스트리아)

  채광시스템의 실험적인 평가는 Bartenbach 

LichLabor(BAL)에 있는 두개의 가구가 배치된 실물대모

형에서 수행되었다. BAL은 오스트리아 Innsbruck의 남동

부에 위치해 있다(위도47°N, 경도11°E).

(1) 모형의 형상

 BAL에 있는 실물대모형은 동일한 역에 두개의 실

로구성되어 있다. 실험실은 전면에 높은 산이 있는 남쪽

으로 향하고 있다. 장애물의 평균각도는 ∼14°이며, 가장 

높은 산의 정상은 ∼18°내에 있다. 산은 겨울 동안에, 특

히 정오에 일조 조건을 감소시킬 것이다. 각 실은 토대

(바닥높이로부터 0.85m)로부터 천장까지 전체 높이의 창

이 있다. 실들은 밝은 색의 표면(벽-흰색, 바닥-베이지색, 

천장-흰색)으로 되었고, 가구는 배치되지 않았다. 

(2) 측정

 내외부 조도측정을 위한 모든 센서는 독일의 LMT사

의 조도계를 사용하 다. 내부 수평 조도레벨은 0.85m의 

작업면높이에서 창문의 수직 중심선(5개의 센서)에서 측

정되었다. 모든 센서들은 데이터 취득시스템(Keithley 

Scanner and LMT Photometer)과 BAR에서 고안한 데이

터 수집소프트웨어에 연결되었다. 외부조도는 수평면 전

천공조도와 수직면조도를 측정하 다.

(a) 평면도

(b) 실내외 모습

그림 6. BAL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2.6 Queensland University of Technology
    (QUT, 오스트레일리아)

  채광시스템의 실험적평가는 가구가 배치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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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의 실에서 수행되었다. QUT는 호주 Brisbane에 위

치하고 있다(위도28°S, 경도153°E).

(1) 모형의 형상

 실험장소에 있는 실물대모형은 한개의 건물로 되어있

다. 실험건물의 긴축은 정북쪽으로 0°향하 다. 입면도상

에 5°를 넘지 않는 곳에 작은 외부 장애물이 있다. 건물

의 북쪽에 토대높이가 0.9m이고, 단층유리의 창

(1.2m×1.2m)을 가지고 있다. 또한, 건물은 천창 성능의 

비교를 위해 지붕에 두개의 천창(0.8m×0.8m)형상이 있다. 

이 천창 비교를 위해 건물(8m×3m×3m)은 내부에 임시 

벽체를 사용하여 두개의 실(4m×3m×3m)로 나눌 수 있도

록 하 다. 실은 밝은 색의 표면(벽-크림색, 바닥-베이지

색, 천장-흰색)으로 되었고, 가구는 배치되지 않았다. 

(2) 측정

 외부의 일사량은 두개의 Middleton을 가지고  연속적

으로 측정하 다. 내부조도는 16bit의 데이터 취득시스템

(Picolog)에 연결한 실리콘 다이오드 센서(8개)에 의해 코

사인과 스펙트럼으로 정확하게 측정되었다. 보정은 

Topcon IM-5조도계를 사용하 다. 내부의 일사량측정은 

Kipp nad Zonen사의 일사계를 사용하 다. 온도측정은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태에서 소형 데이터로거(Hobo)를 

가지고 측정한다. 

(a) 평면도

(b) 실내외 모습

그림 7. QUT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2.7 Ecole Polytechnique Federale de Lausanne
    (EPEL, 스위스)

  채광시스템의 실험적인 평가는 두개의 실물대모형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 EPEL은 스위스 Lausanne근처에 

위치해 있다(위도46.5°N, 경도 6.6°E)

(1) 모형의 형상

 실물대모형은 넓이가 동일한 두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실은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방향으로도 

향하게 할 수 있다. 외부 장애물의 각은 5°보다 아래이다. 

각각의 실은 건물 정면 윗부분에 창문이 있고, 벽면의 아

랫부분은 불투명체로 구성되어 있다(토대의 높이는 

1.05m); 건물의 정면은 필요에 따라 전면유리가 될 수 있

다. 실은 자연색사의 책상이 놓여져 있다. 벽, 천장, 바닥

의 표면은 흰색에서 중간정도의 회색으로 마감되어 있다. 

(2) 측정

 실내조도를 측정하기위한 센서는 보정된 BEAH 

96408로 10개씩 2열로 되어있다. 외부조도 데이터는 검정

색 벌집무늬모양의 헝겊 받침대위에 설치된 센서로 수집

하 다(하나는 수평면에 맞추어진 LMT/BAT30 FCT이

고, 4개의 수직면 행거 ELV641, 여기게 각 전면의 수직

면 센서가 추가적으로 설치). 모든 센서는 Campbell 

CR10 데이터 취득장치에 연결되었다. 

(a) 평면도

(b) 실내외 모습

그림 8. EPEL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2.8 Institut fur Licht-und Bautechnik(ILB, 독일)  

  채광시스템의 실험적인 평가는 독일에 위치한 ILB에

서 가구가 배치되지 않은 실물대모형에서 수행되었다. 

ILB는 Cologne(위도 51°N, 경도7°E)의 중심에 위치하

다. 실험실은 9층 건물의 맨 윗층에 자리잡고 있다. 

(1) 모형의 형상

 ILB의 실물대모형은 형상이 동일한 두개의 실로 구성

되었다. 실험실은 방해물이 거의 없는 남쪽을 향하고 있

다. 각 실에는 한 쪽면 전체 높이의 창문이 있다. 그러나 

창문의 아랫부분은 측정하는 동안 덮여있었다(바닥 위 토

대높이는 0.78m). 방해물의 각도는 측정하는 동안 0° 다. 

실은 밝은 색의 표면(벽-흰색, 바닥-회색, 천장-흰색)으로 

되어있으며, 가구는 배치되지 않았다. 

(2)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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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를 측정하기위해 사용된 센서는 독일 PRC 

Krochmann사로부터 V(λ)를 보정하 고, 고도로 민감하

게 반응하는 실리콘 다이오드 조도계이다. 내부 수평 조

도레벨은 0.85m의 높이에서 창으로부터 수직 중심선(6개

의 센서)에 대해 측정하 다. 모든 센서는 개별 데이터 

수집시스템이 부착된 PC card에 연결되어 있다. 외부 측

정은 지구 수평면과 수직면 천공, 그리고 지상의 수직면

(남)의 조도를 포함한다. 

 

(a) 평면도

(b) 실내외 모습

그림 9. ILB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2.9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BRE, 영국)

  채광시스템의 실험적인 평가는 BRE에 위치한 가구

가 설치되지 않은 실물대모형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다. 

BRE는 런던으로부터 30km 북쪽에 위치한  Walfore 주

변, Gaeston(위도 51.7°N, 경도 7°E)에 자리잡고 있다.

(1) 모형의 형상

 실물대모형은 동일한 지역에 두개의 실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실은 정남쪽에서 약 10°정도 서쪽으로 향한곳

에 위치한다. 각 실에는 2개의 창문이 있다(창문의 높이

는 2.6m이고, 바닥 위 토대의 높이는 1m이다.). 창문은 

거의 벽면 전체 너비를 차지하고 있으나, 거대한 중심 기

둥을 가진 넓은 유리를 끼우기 위한 목재 판넬문이 있다. 

실의 동쪽에 있는 나무가 오전 10시 30분전에 기준실의 

창문에 그림자를 생성한다. 실은 밝은 색의 표면(벽- 목

련색, 바닥-진갈색, 천장-흰색)으로 되었고, 가구가 배치

되지 않았다. 

(2) 측정

 내부 조도측정을 위한 모든 센서는 국 런던의 

Megatron사의 셀레늄 다이오드를 사용하 다. direct 평

균조도를 제외하고 , 외부조도 측정 센서는 LMT 

Lichtmesstechnki Berlin에 의해 공급된 실리콘 다이오드

를 사용하 다. direct 표준센서는 Eppley사의 표준입사 

태양열 측정계에 설치된  Li-Cor사의 실리콘 조도셀를 

사용하 다. 수평 조도레벨은 0.7m 작업면높이에서 창문

의 수직중심선(6개의 센서)에 설치하여 측정하 다. 모든 

센서들은 개별 데이터 수집시스템(Keithley A/D 전환기

를 이용)에 연결되어 있고, 이 데이터 수집시스템의 소프

트웨어는 BRE산하의 Cambridge Consultant에서 개발된 

것을 사용하 다. 외부측정은 지구 수평면과 확산 수평면

(그늘고리를 이용), direct solar nomal(태양추적을 이용), 

그리고 실험실 창문의 평면에 대한 총체적인 수직조도를 

포함한다. 이때 검은색 허니콤(honeycomb)재료를 사용하

여 지면에 반사된 빛으로부터 차폐하 다. 

(a) 평면도

  

(b) 실내외 모습

그림 10. BRE실험실의 평면도 및 실내외모습  

 고성능 채광시스템의 채광실험평가를 수행한 각각의 실

험실에 대하여 실물대모형의 형상, 마감재의 반사율, 유

리의 투과율을 요약하면<표1>과 같다.

3. IEA 첨단채광시스템의 모니터링시스템

  3.1 측정시스템의 비교분석

  실물대모형을 이용하여 첨단채광시스템의 채광성능을 

평가한 각각의 연구소에서는 다양한 측정시스템을 가지

고 측정을 수행하고 있었다. 측정범위는 0에서 200,000lux

를 가지고 있어 내외부의 조도를 측정할 수 있으며,  

0.5-10%의 최대보정오차가 있었다. 코사인 응답오차는 

0.4-5%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작업으로 인한 오차

는 2%미만으로 나타났다. 각 연구소별로 구성하고 있는 

측정시스템을 요약하면 <표2>와 같다. 

  

  3.2 데이터취득시스템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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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 시스템을 제어하고 측정하여 취득한 데이터값을 

저장 및 분석하기 위한 데이터 취득시스템은 각 연구소

마다 다른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었다. 시스템의 형태는 

PC Board와 Datalogger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

며, 센서를 연결하는 단자채널수는 8-80개로 동시에 측정

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취득시스템을 제어하고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볼 수 있

는 Labview가 많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3>. 

 IEA SHC Task21에서 논의된 모니터링시스템의 목적은 

자연채광의 물리량을 측정하고, 건물이 실제 하늘 아래 

있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 하에서의 조건을 비교하

여 자연채광의 국제적 프로토콜을 고안할 수 있도록 하

는 기초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고려할 수 있는 매개변수를 선정하고, 실험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실험 가능한 

채광시스템과 제어방법에 따라 향을 받게된다. 

  채광시스템은 방향을 바꾸어 들어오는 태양빛이나 채

광이 필요한 장소로 들어오는 채광창에도 사용된다. 따라

서 이러한 시스템은 채광의 정도를 제어할 수 있는 정도

와 맑은 기상 상태와 구름으로 덮인 흐린 기상 상태에 

따라 다르게 건물 주변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모두가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창문은 일관되지 않은 주광분포를 가지기 때문

에, 채광시스템은 실 내부로 들어오는 채광량을 조절할 

수 있는 성능도 포함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채광시스템의 성능은 같은 기상 조건 아래에서 시스템

이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

은 기준실을 비교함으로써 평가할 수 있다. 두 개의 실내 

채광상태와 외부상태가 동시에 모니터링 되어야 한다. 담

천공일 경우 실험실과 기준실에는 투명유리를 사용한 창

문을 설치해야하며, 청천공일 경우는 측정시에 차양시스

템을 사용해야한다. 모니터링의 과정은 수행되는 채광시

표 1. IEA의 Mock-up모형의 형상 비교분석

연구소

모형의 형상 마감재반사율 유리투과율

실

깊이
실폭

천장

높이

창

면적

유리

면적

거주

여부
벽 바닥 천정

가시

광선

태양

복사열

열관류율

값

TUB 4.7m 3.5m 3.0m 7.0㎡ 7.0㎡ 없음 50% 20% 80% 70% 80% 1.7

SBI 6.0m 3.6m 3.0m 7.8㎡ 6.6㎡ 없음 79% 29% 89% 65% 72% 1.1

NTNU 5.9m 2.9m 2.7m 4.3㎡ 3.2㎡ 있음 69% 18% 82% 77% - 1.6

LBNL 4.57m 3.7m 2.58m 8.5㎡ 7.52㎡ 없음 88% 17% 88% 69% 76% 6.4

BAL 5.0m 2.3m 2.m8 4.5㎡ 4.5㎡ 없음 80% 30% 80% 85% 92% -

QUT 8.0m 3.0m 3.0m 1.2㎡ 1.2㎡ 없음 60% 30% 80% 85% 92% -

LESO 6.5m 3.05m 3.05m 9.3㎡ 4.9㎡ 없음 81% 16% 81% 70% 80% 2.9

ILB 6.0m 3.0m 2.5m 9.0㎡ 9.0㎡ 없음 70% 30% 80% 70% 80% 3.0

BRE 9.0m 3.0m 2.7m 4.8㎡ 3.6㎡ 없음 80% 9% 80% 85% 95% -

표 2. IEA Mock-Up모형실험의 측정시스템 

연구소(국가) 제조사
측정범위

(klux)
보정

최대보정

오차
V(λ) (f1)

코사인응답

오차(f2)

작업오차

(f3)

QUT(오스트레일리아) Topcon IM5 0.01-200 1998 ±2% ±5%

BAL(오스트리아) LMT 0.01-200 1994+1998 ±7% ±2% ±2%

BAL(덴마크) Hanger 0.1-100 1993/1998 ＜3% ＜3%

ILB(독일) ILB 1.0-120 ±10% ＜3% ＜0.4% ＜1%

TUB(독일) LMT 0.1-100 1996 ±0.6% ＜3% ＜2%

NTNU(노르웨이)
PRC 

Krochmann

50-200

2-100

1996 0.5% ＜2% ＜1% ＜0.1%

LESO(스위스)
BEHA

L.M.T.

1.0-100

1.0-100

1996 2.5%

3% 3% 2%

2%

BRE( 국) Megatron

0.01-7.5/50

(센서위치에 

따라)

12개월 

간격으로

3%
0.5% 3% 1%

LBNL(미국) Li-Cor 0.0-150 1995 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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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의 유형선택, 실험실과 사용될 모니터링시스템의 사

양기록, 시스템의 구성도 작성, 시스템의 채광성능평가로 

이루어진다. 측정시 실내측정과 외부측정으로 나눌 수 있

으며, 실내조도를 측정할 경우 작업면높이(0.7-0.85m)에서 

측정해야 하고, 실외조도를 측정할 경우는 천공에 대해 

수평면 조도와 수직면 조도를 측정해야 한다. 이와 같이 

IEA에서는 자연채광실험에 대하여 국제적인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다. 

4. 첨단채광시스템의 실험적용

  4.1 Mock-up 모형의 설계 및 제작

  IEA의 국제적 규모에 적합한 Mock-up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계하 다. K대학의 실물대모형은 

동일한 역에 두 개의 실(기준실과 실험실)로 구성되어있

으며, 작업시간 동안에는 일조에 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하 으며, 남쪽을 향하고 있다.  각 실의 남측에

는 4.8m×1.8m의 측창을 설치하여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하

다. 창은 조망창과 채광창으로 분리되어있으며, 바닥 위 

창대높이는 0.79m이다. 모형의 형상에 대한 요약은 <표4>

와 같으며, 평면도와 단면도는 <그림11, 12>와 같다.

  실내마감은 기준실과 실험실 모두 밝은 색의 표면(벽-아

이보리색, 바닥-옥색, 천장-흰색)으로 되어있으며 가구는 

배치되지 않았다. 마감재의 반사율은 색차계를 사용하여 

명도를 측정하 으며, 환산식에 의해 반사율값을 계산하

고. 값은 표5와 같다. 

 즉, 명도를 V라 하고, 반사율을 ρ라 하면,

ρ = V(V-1)/100

 

그림 11. Mock-up모형의 평면도

표 4. Mock-up 모형의 형상

실험실 실깊이 실폭
천장

높이

창의 

면적

유리

면적

거주

여부

기하학적 

형상
7.1m 4.9m 2.6m 8.64㎡ 8.4㎡ 없음

표 5. 반사율 및 투과율 

실험실

반 사 율 유리 투과율

벽 바 닥 천 장
가시광선

투과율

태양복사열

투과율

열관류율값

(W/㎡k)

표 면 68% 51% 87% 81% 89% 5.4

표 3. IEA Mock-Up모형실험의 데이터 취득시스템 

연구소(국가) 제조사 형태 단자채널수
A/D전환

분해능력(bit)

데이터수집

소프트웨어

QUT(오스트레일리아) Pico Log PC Board 8 16 Pico Log

BAL(오스트리아) LMT, Keithley Scanner+Photometer 20 16 BLL

SBI(덴마크)
Keithely SmartLink

KNM-DVC32
Datalogger 80 20 SBI

ILB(독일) ILB PC Board 16 14 ILB

TUB(독일) DelfinInstr./Keithley PC Board 20 21 TUB

NTNU(노르웨이) Hp 34970A PC Board 16 12 Labview

LESO(스위스) Campbell Datalogger 32 12 PC 208W

BRE( 국) Keithley PC Board 32 -
Cambridge 

consultants

LBNL(미국)

Campbell 

Scientific(CR10)and 

Labview

Datalogger/

PC Board
25(+3) 12

Labview National 

Instruments



그림13. 측정시스템의 구성도 

Interior IlluminanceSensorInterior IlluminanceSensor

Exterior IlluminaneSensorExterior IlluminaneSensor

Zenith Luminance SensorZenith Luminance Sensor

ModuleModule Data AquisitionData Aquisition PC PC 

<측정센서> <데이터취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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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ock-up모형의 단면도

  4.2 모니터링시스템의 적용

  채광시스템의 채광성능평가를 위해서 실내조도, 실외조

도, 천정휘도를 측정하 다. 내부 조도측정에 사용된 센

서는 Li-Cor사의 LI-210SA이며, 창의 수직중심선에서 바

닥면 조도를 측정하 다. 측정점은 창면부의 경우 채광시

스템의 내부돌출길이로 인하여 창으로부터 1m이격거리에

서 50㎝간격으로, 중앙부와 후면부는 1m간격으로 측정위

치를 선정하여 실험실(7점)과 기준실(7점)을 동시에 측정

하 다. 외부측정에 사용된 센서는 조도를 측정할 수 있

는 Tokyo OTA사의 OW-26인 전천후 조도계와 휘도를 

측정할 수 있는 Eko Instruments trading Co., Ltd.의 

ML-020SZ인 천정 휘도계를 사용하 다. 측정위치는 실

험실과 기준실 위에 설치하여 동일한 시간에 내부조도와 

동시에 측정하 다<표6>. 

  측정시스템에서 사용한 모든 센서들은 Agilent사의 Hp 

34970A인 데이터 취득시스템에 연결되어 있으며, 소프트

웨어는 Agilent Version 4.1을 사용하여 취득시스템을 제

어하고 데이터들을 분석하 다. 데이터 취득시스템에 연

결할 수 있는 단자채널수는 16개이며 동시에 측정가능하

고, +극과 -극에 선을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있

다. 데이터 취득시스템에 대하여 요약하면 <표7>과 같고,

시스템의 모습은 <사진1>과 같다. 

 
 모니터링을 하기위한 시스템은 조도센서와 데이터 취득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13>과 같다.  

  

 

 

 채광시스템의 채광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정남향에 위치

하여 자연채광이 유입되는 4.9×7.1×2.6의 기준실과 실험

실을 갖는 실물대모형을 대상으로 채광성능을 측정하

다. 현장실험에 앞서 측정에 사용될 센서들의 값의 오차를 

알아보기 위하여 Topcon IM-5를 이용하여 동시에 측정하

으며, 데이터 취득장치인 Hp 34970A에 대해서는 LI-1400과 

사진1. 데이터취득시스템의 모습

표 7. 데이터 취득시스템의 특성 

데이터 

취득시스템
제조사 형  태

단자

채널수

A/D변환

능력
소프트웨어

Hp 34970A Agilent PC Board 16 12(bit)
Agilent 

Version 4.1

표 6. 측정센서의 특성

측정센서 모델명 제조사
측정범위

(klux)
보정

최대보정

오차

코사인

응답오차
센서 사진

내부조도센서 LI-210SA Li-Cor 0.0-150 2002 1% 1%

     

   

외부조도센서 OW-26 Tokyo OTA 0.0-200 2003 - -

외부휘도센서 ML-020SZ
Eko Instruments

trading Co., Ltd.

0.0-40

(kcd/㎡)
20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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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측정하 다. 측정결과, 측정오차는 ±5% 이내로 나타

났으며, 이것으로 각 센서들과 데이터 취득장치의 신뢰성을 

검증하 다. 

5. 결  론
이 논문은 IEA SHC Task 21에 의해 연구․개발된 다

양한 고성능 채광시스템 중에서 실물대모형(Mock-Up 

Model)을 가지고 채광성능을 평가한 시스템을 중심으로 

실물대모형의 형상, 측정시스템 그리고 데이터 취득시스

템을 비교 분석하 다.

그 동안 자연채광분야는 표준화된 모니터링시스템이 

없어 채광성능을 상호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

히, 채광성능의 모니터링 프로토콜(protocol)에 관한 국제

적 기준이 부재하여 공통화된 문서를 만들 수 가 없었다. 

그러나, IEA SHC Task21에서는 실제 천공상태에서 실

물대모형(Mock-Up)을 이용하여 같은 기상조건에서 채광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실험실과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준실을 비교하 다. 또한, 두 실의 실내 채광상태와 외

부상태에 대해 동시에 모니터링을 하는 공통적인 방법으

로 채광성능을 평가함으로써 연구결과 귀중한 국제 모니

터링 프로토콜(protocol)을 제안하 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채광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는 국

제적 규모의 Mock-up모형을 건립하 다. 또한, 측정시스

템과 데이터 취득시스템의 구축은 국제적 기준에 적합하

게 설계하여 설치함으로써 첨단채광시스템을 실험할 수 

있는 국제적 규모의 Mock-up모형을 건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실제 천공상태에서 기본적인 자연

채광시스템의 남면 투명창을 대상으로 성능평가실험을 

실시하여 제작된 Mock-up모형 의 신뢰성과 효용성을 검

증하 다. 

 본 연구는 IEA SHC Task21에서 수행한 첨단채광시

스템 실험용 Mock-up모형의 형상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국제

규모의 Mock-up모형 및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앞으로의 채광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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