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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tive sunlighting systems have been applied to deliver sunlight into the indoor space where natural light is

insufficient, mainly because of the congested high-rise buildings in urban areas. Among various active sunlighting

systems, a mirror sunlighting system which is simple structure and economically reasonable has been widely used in

different types of spaces such as underground, north facing place and atrium.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mirror

sunlighting systems, which were consisted of the first mirror of 3.5m x 2.5m, the eight sets of the second mirrors of

1.0m x 1.25m and a sun tracker. Ten sets of the systems were installed for 40 apartment living rooms, the

configuration of 3.5m(W) x 4.0m(D) x 2.5m(H) where sunlighting were not possible due to high retaining walls located

in the front of the living rooms. The 45 HOBO data logger sensors for the indoor illuminance were equipped and 2

Li-cor photometers for outdoor illuminance. Both indoor and outdoor horizontal illuminances were monitored every

second from 9am to 3pm on 17 January 2010 under clear sky con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door illuminance

of installed mirror sunlighting system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outdoor illuminance and increased the indoor

illuminance level by 4.2 times on the whole floor space, by 8 times on the sun patch space of 6m2 and even by 2 times

on the no sun patch space. In addition, the luminous conditions of the living room under real sky conditions met the

KS recommendation for difficult task (600-1000-1500 lux) such as sewing and reading on whole floor space and sun

patch space. It was proved that the benefits of mirror sunlighting systems included an effective technology for

penetrating daylight into indoors where sunlighting was not possible and improving occupants' satisfaction and health,

and contributing to energy saving in apartments during day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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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삶의 질적 향상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친

환경적인 실내공간을 갖는 건축물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

고 있다. 실내 건축 환경의 자연채광은 자연스럽고 건강

한 빛을 실내에 도입시켜 재실자의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친환경적인 실내공간을 창출할 뿐 만 아니라 건물에너지

절감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1].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2008년 기준 주택건설 실적현

황 통계치를 보면 총 371,285가구 중 단독주택은 10.8%,

다가구 주택은 24.8%, 다세대 주택은 13.6%, 연립주택은

1.1% 및 아파트 에서는 70.9%가 건설되었다. 특히, 최근

의 전체 주택건설 실적 중 아파트 건설 비율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의 아파트 건설실적이 전체 주택규모의 85%이

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현대도시가 과밀화와 고층

화가 가속화되는 추세임을 보여준다[2].

건물의 밀집화와 고층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조가 부족

한 실내환경을 갖는 세대가 점차 증가하였다. 국내외에서

는 광파이프, 집광렌즈, 반사거울 및 광섬유 등 다양한 태

양광 채광시스템을 이용하여 태양광을 집광 혹은 반사하

여 일조부족공간에 자연채광을 가능하도록 한다.

다양한 자연채광 시스템 중에서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

스템은 구조가 간단하고 경제성이 우수하여 국외의 경우

공간 특성에 따라 위치별, 용도별 및 규모별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3,4,5,6]. 국내에서도 거울형 태양

광 채광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건축

물에 상용화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황민구(2003)는 K대학교 공과대학의 북측공간에 위치

한 강의실의 일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 2 차

반사거울과 태양추적시스템으로 구성된 반사거울 시스템

을 설치하여 채광성능을 평가한 결과, 실내 평균 주광조

도비가 4.3% ∼ 33.3%로 분석되어 시스템의 유용성을 입

증하였다[7]. 또한, 정인영(2005)은 실제 반지하 주거공간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실제 건축물 적용에 따른 실내주광조도 평가 / 정주희・김정태

Journal of the KIEAE Vol. 10, No. 4  2010. 08138

그림 1.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개념도

에 적용된 반사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채광성능을

평가한 결과, 실내 주광조도비는 미설치시 평균 0.1% 미

만으로 나타난데 반해 설치시에는 0.8%까지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8,9]. Kim, J. T.(김정태, 2010)는 기존의 태

양광 채광시스템의 국내외 적용현황을 총체적으로 분석

하고 실제 건축물에 설치하여 주광조도 및 휘도를 분석

한 결과 실내 주광조도가 최대 15배 증가하여 실내의 채

광효과가 우수함을 입증하였다[10].

기존의 연구는 한 개의 재실공간을 위해서 소규모의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을 적용하여 채광성능을 평가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공동주택에 적용된 거울형 태양

광 채광시스템의 채광성능 분석의 자료가 미습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조가 부족한 실내공간의 빛환경

개선을 위한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이 실제 아파트

건축물에 적용된 실내공간의 채광성능을 평가하는 것이

다. 이를 위하여 채광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측정할 수 있

는 청천공시의 옥외 수평면 조도 및 실내 바닥면 조도를

측정하였다.이를 위하여 채광효과를 가장 확실하게 측정

할 수 있는 청천공시의 옥외 수평면 조도 및 실내 바닥

면 조도를 측정하였다. Yun, G. Y.(윤근영, 2010)은 천공

상태와 기후요소를 이용하여 실내주광조도를 통계적으로

채광시스템의 성능을 분석한 방법을 참고하여 옥외 수평

면 조도와 주광조도 및 주광조도비를 시간에 따라서 비

교․분석하였다[11]. 채광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실내 주광

조도를 좀 더 면밀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전체바닥면, 썬

패치 바닥면 및 썬패치 아닌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창문으로 부터의 거리에 따른 실내 전반 주광조도

변화와 누적조도빈도분포를 통해 시스템 설치전후 실내

주광조도가 KS조도기준[12]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대상건물 현황

서울시 서대문구 냉천동에 위치한 D아파트(위도:

126.57°, 경도: 37.33°) 112동과 113동은 남서측면의 높은

옹벽으로 인하여 일조부족 세대가 저층부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채광시스템의 설치를 위해서 Lightscape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해 본 결과, 112동과 113동

의 필로티 층과 재실층인 2층～5층에 일조 가 부족한 40

세대가 발생하였다.

(a) 1차 거울의 설치모습 (b) 2차 거울의 설치모습

(c) 위에서 본 아파트와 옹벽사이의 인동간격 모습

(d) 지상에서 본 아파트와 옹벽사이의 인동간격 모습

그림 2. 거울형 태양광 채광거울형이 설치된 대상건물의 모습

112동 과 113동은 필로티롤 포함하여 10층으로 구성되

어 있고, 옹벽과 아파트 사이의 거리는 4∼8m 떨어져 있

다(그림 1). 인 접 옹벽으로 인해 일조가 부족한 40세대

에 자연광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

템을 설치하였다(그림 2).

2.2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은 빛을 채광하는 채광부, 채

광된 빛을 전송하는 전송부 및 실내공간에 전송된 태양

광을 조사하는 조사부의 3개 유니트로 구성된다. 입사되

는 태양광을 채광이 필요한 공간으로 반사시키기 위해

태양추적장치를 이용하여 태양을 추적하고 추적된 태양

광은 1, 2차 거울을 통하여 실내로 유입되는 시스템이다.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실제 건축물 적용에 따른 실내주광조도 평가 / 정주희・김정태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Vol. 10, No. 4  2010. 08 139

이는 대도시의 밀집된 빌딩이나 아파트가 고층화됨에 따

라 저층이나 북쪽에 위치한 건물들의 일조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개발되었다.

총 10세트의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이 설치되었으

며 그 사양과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표1). 1차 거울은 해

당 실험 공간인 일조가 부족한 거실공간이 위치한 입면

부와 같은 라인의 아파트 옥상에 설치되었으며, 2차 거울

은 거실이 위치한 아파트 입면의 맞은편 옹벽에 설치하

였다(그림 3). 1차 거울의 위치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거실라인의 중앙에 오도록 설치하였으나, 2차 거울의 위

치는 해당 거실의 전면에서 약 45°여러 위치와 각도를 바

꾸어 가며 설치하여 최적의 위치와 각도를 선택했다.

그림 3.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배치도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스템은 경희대학교와 (주)동아산

전이 공동 개발한 것으로 기존의 태양광 집광시스템과

태양광 위치추적시스템을 응용하여 개발한 것으로 고정

형 태양광 집광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 태양의

위치변화에 따라 채광부인 1차 거울의 방향이 변화하면

서 채광한다. 2009년 3차원 거울형 태양광 채광장치의 태

양광 자동추적 시스템, 구동방법 및 시공방법에 대한 특

허를 출원하였다.

분류 1차 거울 2차 거울

사진

도면

크기(m) 3.5 × 2.5 1세트= (1×1.25) × 8개

반사율 ≥93% ≥94%

정반사율
L/V

87/85% 70-80/ 55-65%

확산
반사율

<15% 80-90%

알루미늄 99.85% 99.99%

표 1. 1차 거울과 2차 거울의 특성

(a) 1차 거울 전면 (b) 1차 거울 후면

(c) 2차 거울 전면 (d) 태양추적장치

그림 4.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 구성 

1차 거울은 ALMECO사의 Vega WR 193이며 크기는

3.5m(W) × 2.5m(D)이고 반사율은 93%이다. 2차 거울은

ALMECO사의 Vega 95120이며, 1m(W) × 1.25m(D) 크

기의 거울 8개가 한 세트이며 반사율은 94%이다. 8개의

거울이 한 세트인 2차 거울은 2개 거울씩 1차 거울이 설

치된 라인의 2, 3, 4 및 5층의 4가구의 거실 바닥에 태양

광이 유입되도록 수동으로 조준되어 설치되었다. 각 가구

의 거실에 있는 재실자가 직접적으로 거울이 보이지 않

도록 해당라인에서 우측으로 약 30° 빗겨져있으며 7층 높

이에 설치되었다.

특히, 2차 거울의 확산 반사율은 80～90%로 불투명한

표면처리를 통해 반사에 의한 사생활침해 문제를 해결하

였다. 1차 거울은 추적형이며 2차 거울은 고정형이다. 1

차 거울은 프로그램과 센서방식을 혼용한 2축 구동형 태

양추적장치에 의해 태양을 추적한다. 2축 구동형은 1축

구동형에 비하여 태양추적의 정확성이 높고, 채광 가능한

태양광의 양이 커 효율이 더 높다. 또한 태양추적신호의

생성방식은 센서방식을 혼용하여 태양이 일시적으로 가

리워지는 경우에도 지속적인 태양추적을 수행할 수 있으

며, 구름 또는 주변 건물 등으로부터 반사되는 태양광에

따른 시스템의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다. 프로그램 방식

은 년, 월, 일, 시, 분, 초를 대입하여 태양의 고도와 방위

각추적하며 태양위치계산을 위한 계산장치를 필요하다.

종래의 태양위치계산을 위한 관계식은 복잡하여 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복잡한 구조의 연산장치가 필

요하고, 구조가 복잡하며 가격이 고가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태양위치계산 프로그램은 구

조가 대단히 간단하면서도 제안된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국립 천문대에서 발표된 태양위치 자료와 비교하여

±0.01
o
이하의 태양위치 계산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으며,

또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one chip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연산처리 능력이 태양위치계산식을 실시간으

로 처리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게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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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추적장치에 의해 추적된 태양광은 X축과 Y축으로

360°로 회전하는 1차 거울에 의해 2차 거울로 전달되며 1

차․2차 거울의 형상은 그림 4과 같다.

2.3 측정방법 및 분석의 개요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을 이용한 실내공간의 자연

채광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2010년 1월 17일 오전 9시부

터 오후 3시까지의 옥외 수평면 조도와 실내 공간의 바

닥면 조도를 측정하였다. 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채광성능

을 비교하기 위해서 15분 간격으로 거울형 태양광 채광

시스템을 미설치와 설치로 번갈아 가며 작동시켰다.

본 실험을 위하여 남남동향에 발코니가 있는 거실구조

이나 건물 입면의 5m이내에 위치한 옹벽으로 인하여 일

조부족이 심한 113동 204호 거실을 실험 대상공간으로

선정하였다. 실험공간은 3.5m(W) × 4.0m(D) × 2.5m(H)

의 크기로 면적은 약 14m
2
이다. 실험공간의 벽면의 반사

율은 0.56%, 천정면은 0.63% 의 반사율을 갖는 아이보리

색 벽지이며, 바닥면은 0.24%의 반사율을 갖는 광택이 없

는 합판마루이다(그림 5).

옥외 수평면 조도는 1차 거울이 설치된 옥상에 설치하

였으며, 실내 바닥면 조도의 측정점은 0.6m 의 등 간격으

로 35점과 채광시스템의 설치로 인한 바닥면 선패치를

500만 화소, 2048×1536 해상도의 웹 카메라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관찰한 후 10점을 선정하였다. 또한, 좌우 벽

면의 반사율을 고려하여 55cm 떨어진 지점에서 부터 측

정점을 선정하였고 창면부의 급격한 실내조도 변화를 고

려하여 실의 전면부와 실의 후면부는 0.4m 간격으로 센

서를 설치하였다(그림 6).

그림 5. 실험공간 평면도

실내조도는 ±2.5%의 오차율을 갖고 30,000 lux범위에서

측정 가능한 HOBO사의 U-12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고, 실외조도는 ±5%의 오차율을 갖고 100,000 lux범위에

서 측정 가능한 Agilent사의 Datalogger(HP34970A)와 LI

210 SA 조도센서를 이용하여 동시에 측정되었다.

채광성능 분석 방법은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신뢰도 분석, T-test 및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옥외 수평면 조도에 따른 실내조도와 시간에 따른 바닥

면 평균과 썬패치 부분에서의 평균 조도와 주광조도비를

분석하였다.

그림 6. 실내 조도 측정점

(a)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미설치시 실내모습

(b)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시 실내모습

그림 7. 채광시스템 미설치시와 설치시의 실내모습

그림 7은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미설치시와 설

치시의 실내모습이다. 웹카메라를 통해서 실제 태양광이

실내로 유입될 시의 실내 선패치를 관찰한 결과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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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태양의 움직임에 의해서 광선의 강도에는 차이가

있으나 선패치의 크기 및 형상에는 차이가 없음을 실시

간으로 확인하였다.

3. 측정결과 및 분석

3.1 실험시 천공상태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채광성능을 평가하기에

적합한 청천공 상태인 2010년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오

후 3시까지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측정시 옥외 수평면

조도는 14,700 lux에서 52,700 lux까지의 조도분포로 나타

났으며 평균 41,800 lux, 표준편차 10,146 이었다(그림 8, 9).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운량(n/10) 정보에 따르면 측정일

평균운량은 0.1로 구름이 거의 없는 매우 맑은 날이었다.

그림 8. 시간에 따른 옥외수평면조도

그림 9. 옥외수평면조도 분포

3.2 옥외 수평면 조도에 따른 실내 바닥면 조도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 전후의 옥외 수평면

조도에 따른 실내 바닥면 조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그림

10). 회귀분석 결과 미설치시의 R
2
은 0.955(F(1,132)=

2775.238, p<0.001), 설치시의 R2은 0.797(F(1,128)=505.928,

p<0.001) 로 옥외수평면조도에 의해 설명되는 실내바닥면

조도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귀선의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설치시의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는 0.005이고 기울기

표준편차는 0.051이고, 설치시의 기울기에 대한 추정치는

0.024이고 기울기 표준편차는 0.001로 옥외수평면조도와

실내 바닥면 조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옥외 수평면 조도값이 커질수록 미설치시에

비해 설치시의 실내 조도 증가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옥외 수평면 조도에 따른 실내 바닥면 조도는 거

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시가 미설치시에 비해 약

2.6배∼3.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옥외수평면조도에 따른 실내바닥면조도

그림 11은 측정시간의 모든 옥외수평면조도에서 거울

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미설치시와 설치시의 실내바닥

면조도를 나타내는 상자도표(Boxplot)이다. 미설치시에는

최소값 92 lux, 최대값 260 lux 및 평균값 209 lux

(SD=49.83)이였으며, 설치시에는 최소값 294 lux, 최대값

1177 lux 및 평균값 846 lux (SD=257.23)으로 나타났다.

상자도표에서 상자길이는 사분위범위를 나타내며 전체데

이터의 50%를 포함한다. 미설치시에 비해 설치시의 사분

위범위가 넓게 나타나 실내바닥면의 조도분포가 퍼져있

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실내바닥면조도분포

3.3 시간에 따른 실내 바닥면 조도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등간격으로 설치된 전체 바닥면

의 센서, 썬패치 바닥면에 설치된 센서 및 썬패치가 아닌

바닥면에 설치된 센서간의 조도 측정값이 일관되게 측정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실제 건축물 적용에 따른 실내주광조도 평가 / 정주희・김정태

Journal of the KIEAE Vol. 10, No. 4  2010. 08142

되었는지 확인하였다. 그 결과 Cronbach's Alpha가 0.626

으로 신뢰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은 09:00에서 15:00까지 30분 간격으로 각 시간별

±3분의 채광시스템의 설치시와 미설치시의 조도값을 정

리한 것이다.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 미설치시와 설치

시의 실내 바닥면 조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 바닥면 평균

조도는 204 lux에서 850 lux로 417% 증가하였고, 썬패치

바닥면의 평균 조도는 216 lux에서 1719 lux 로 797% 증

가하였다. 또한 썬패치가 아닌면의 평균도 31 lux에서 61

lux로 200% 증가하였다. 전체 바닥면 조도의 경우 10:30

에 187 lux에서 1098 lux로 증가하여 최대 증감율인

586%로 나타났고, 썬패치 바닥면 조도의 경우 11:00에

220 lux에서 2770 lux로 증가하여 최대 증감율인 1260%

의 최대 증감율이 나타났다(그림 12, 표 2).

(a) 미설치시

(b) 설치시

그림 12. 시간에 따른 실내바닥면조도

KS권장조도에 의하면, 주택의 거실 전반조도(30-40-60

lux) 와 단란, 오락에 요구되는 (150-200-300 lux) 및 일

반 휘도 대비 혹은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하는

독서에 해당하는 작업조도(300-400-600 lux), 저휘도 대

비 혹은 매우 작은 물체 대상의 시작업 수행하는 수예와

재봉에 해당하는 작업조도 (600-1000-1500 lux) 의 범위

를 갖는다.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 설치시의 전체 바

닥면 조도의 경우, 전 측정시간에 대해서 독서에 해당하

는 작업조도(300-400-600 lux)를 만족하였고, 오전 10시

에서 오후 2시까지 수예와 재봉에 해당하는 작업조도

(600-1000-1500 lux)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썬패

치 바닥면의 조도의 경우, 전 측정시간에 대해서

(300-400-600 lux)를 만족하였고, 오전 9시 30분에서 오

후 2시까지 수예와 재봉에 해당하는 작업조도

(600-1000-1500 lux)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 까지 썬패치 부분의 조도증가

는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미설치시에

비해설치시의 채광성능이 월등히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

다.

3.4 시간에 따른 주광조도비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 미설치시와 설치시의 주광

조도비를 비교한 결과, 전체 바닥면 평균 주광조도비는

0.5% 에서 1.97%로 394% 증가하였고, 썬패치 바닥면의

평균 주광조도비는 0.53%에서 3.87%로 790% 증가하였

다. 또한 썬패치가 아닌 면의 평균도 0.08%에서 0.14%로

184% 증가하였다(그림 13, 표 2). 전체 바닥면 조도의 경

우 10:30에 0.45%에서 2.52%로 증가하여 최대 증감율인

560%로 나타났고, 썬패치 바닥면 조도의 경우 11:00에

0.47%에서 5.67%로 증가하여 최대 증감율인 1217%의 최

대 증감율이 나타났다. 또한, 썬패치가 아닌 면의 평균조

도도 10:30에서 13:30사이의 주광조도비 증감율이 최대

23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미설치시

(b) 설치시

그림 13. 시간에 따른 주광조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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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시간

전체 바닥면 평균 썬패치 바닥면 평균 썬패치 아닌면 평균

조도 주광조도비 조도 주광조도비 조도 주광조도비

미설치

(lux)

설치

(lux)

증가율

(%)

미설치

(%)

설치

(%)

증가율

(%)

미설치

(lux)

설치

(lux)

증가율

(%)

미설치

(%)

설치

(%)

증가율

(%)

미설치

(lux)

설치

(lux)

증가율

(%)

미설치

(%)

설치

(%)

증가율

(%)

9:00 99 330 335 0.62 1.63 264 103 458 444 0.65 2.26 350 21 28 135 0.13 0.14 106

9:30 131 573 438 0.52 1.86 360 145 991 685 0.57 3.22 563 22 41 186 0.09 0.13 153

10:00 163 873 536 0.47 2.26 483 187 1858 995 0.54 4.82 897 27 57 209 0.08 0.15 189

10:30 187 1098 586 0.45 2.52 560 217 2655 1223 0.52 6.11 1166 29 70 237 0.07 0.16 226

11:00 210 1162 552 0.45 2.38 534 220 2770 1260 0.47 5.67 1217 34 77 227 0.07 0.16 220

11:30 236 1073 455 0.48 2.12 444 227 2360 1038 0.46 4.66 1012 35 78 225 0.07 0.15 220

12:00 254 1062 418 0.50 2.04 408 291 2280 783 0.57 4.37 765 37 78 212 0.07 0.15 207

12:30 258 1014 393 0.50 1.96 391 295 2098 712 0.57 4.07 709 36 74 203 0.07 0.14 202

13:00 256 915 358 0.51 1.82 359 276 2169 785 0.55 4.32 788 35 69 198 0.07 0.14 199

13:30 239 876 366 0.50 1.89 379 232 1624 699 0.48 3.50 723 32 64 198 0.07 0.14 205

14:00 218 707 324 0.51 1.72 340 213 920 432 0.50 2.24 453 31 55 181 0.07 0.13 190

14:30 195 507 259 0.51 1.43 280 183 416 228 0.48 1.18 246 29 43 150 0.07 0.12 162

평균 204 850 417 0.50 1.97 394 216 1719 797 0.53 3.87 730 31 61 200 0.08 0.14 184

표 2.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 설치 전후의 실내 바닥면 조도 및 주광조도비

3.5 창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조도분포

그림 14은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전후의 창

의 중심인 3열에 대하여 창문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실의

조도분포를 분석한 결과이다.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

의 미설치시에는 창문으로부터의 거리가 0.6m씩 멀어질

수록 평균 2.3배 감소하였으며, 0.8m에서 1.4m 구간의 조

도감소율이 평균 2.6배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그

러나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시에는 오후 2시

의 경우 0.8m에서 1.4m구간에서 조도가 1.3배 상승하였

고, 평균 2.6배 증가하였다(표 3).

창문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조도는 실의 전면

부인 0.8m에서 약 4배 1.4m에서 6배로 나타나 거울형 태

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에 의한 채광효과는 실전면부가

실후면부에 비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m 부근

에서 채광시스템의 설치에 따른 썬패치가 형성되었기 때

문이다.

거리(m)

조도평균
0.8 1.4 2.0 2.6 3.2 3.6

미설치(lux) 578 218 99 42 40 12

설치(lux) 2060 1267 274 76 84 34

증가율(배) 4 6 3 1 2 3

표 3. 시스템 설치 전후의 창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평균조도
그림 14. 3열의 창문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조도분포

또한, 실후면부의 경우에도 약 3배의 조도증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실후면부까지 채광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다. 오전 11시의 0.8m 부근에서 4,180 lux까지 나타

난 것은 웹카메라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 시간에 따른 강

한 썬패치의 영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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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누적조도빈도분포

그림 15은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전후의 전

체 바닥면과 썬패치 바닥면의 누적조도빈도분포를 나타

낸다. 누적조도분포는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작동

시간인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의 데이터를 정리하였

다.

전체바닥면의 누적조도빈도의 경우, 미설치시는 약

96%이상이 100lux이상 300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치시에는 약 70%이 700lux의 조도값을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S권장조도의 단란, 오락에 요

구되는 (150-200-300 lux), 독서에 해당하는 작업조도

(300-400-600 lux)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썬패치 바닥면의 누적조도빈도의 경우, 미설치시에는

약 96％이상이 100lux이상 300이하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설치시에는 실내조도분포의 60%이상이

1500 lux 으로 나타났다. 이는 KS권장조도의 단란, 오락

에 요구되는 (150-200-300 lux), 독서에 해당하는 작업조

도(300-400-600 lux) 및 수예와 재봉에 해당하는 작업조

도 (600-1000-1500 lux)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전체바닥면조도

(b) 썬패치 바닥면조도

그림 15. 누적조도빈도분포

4. 결 론

본 연구는 아파트 건축물에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

을 실제로 설치할 경우 실내공간의 채광성능을 평가하였

다. 이를 위하여 주광조도와 주광조도비를 바닥면 평균

조도, 썬패치 부분 및 썬패치가 아닌면의 조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옥외수평면조도와 실내 바닥면 조도는 정 상관관계

를 갖으며, 옥외 수평면 조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내

바닥면 조도는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시가

미설치시에 비해 최대 4배의 조도증가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시 외

부조도의 증가에 따른 실내조도의 영향이 큰 것을 의미

한다.

2) 전체 측정시간동안 실내바닥면조도의 평균값을 거

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

과, 실 전체의 경우 4.2배 증가하였고 썬패치 바닥면의

경우 8.0배 증가하였다. 또한, 썬패치가 아닌 바닥면에서

도 2배의 증가율이 나타나 실전체의 조도가 크게 향상

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설치 후 실내 바닥면

평균 조도와 썬패치 부분의 평균조도가 전 측정시간에

대해서 공부와 독서에 해당하는 KS권장조도 (300-400-

600 lux)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까지 수예와 재봉에 해당하는 작업조도

(600-1000-1500 lux)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실 전체 바닥면의 평균 주광조도비는 394% 증가

하였고, 썬패치 바닥면의 평균 주광조도비는 0.53%에서

3.87%로 790% 증가하였다. 또한 썬패치가 아닌 면의 주

광조도비도 평균 0.08%에서 0.14%로 184% 증가하였다.

5) 누적주광조도 빈도분포의 결과, 시스템 설치시의

전체바닥면의 누적주광조도 빈도의 경우 약 70%이

700lux의 주광조도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썬패치

바닥면의 경우 실내주광조도분포의 60%이상이 1500 lux

로 나타나 주택의 전반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의 결과로 볼 때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은 청천

공상태에서 1차 거울의 원활한 태양추적을 통해 자연광

을 실내로 유입시켜 실내의 적정조도를 유지하며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다 효율적인 거울형 태양광 채광시스템의 적용 및

설치를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의 활용 즉, 천공상태, 계절,

시스템의 형상, 설치시의 변수 및 1, 2차 거울의 거리 등

의 변화에 따른 채광성능에 대한 연구와 균제도, 휘도분

포 및 휘도차를 분석하여 실내 시환경의 쾌적성에 대한

연구가 추후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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