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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 한 저탄소 학교 설계 방안 연구
천창과 반사체를 활용하여 건물 내부로의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학교 설계 방안을 제시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2017 창의재단 R&E를 통해 ‘중정 내 반사체 설치를 통한 저탄소 에너지 학교 설계 방안
연구‘ 진행
○ 겨울철 C고등학교 건물의 전면부 공간과 후면부 공간 사이에 실내온도차가 많이 나는 현상에
착안하여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원인은 건물의 향과 이로 인한 실내 태양광
유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겨울철 건물 내부 자연광의 유입을 최대화하여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 주제 선정(목적 및 필요성)
○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일반 가정들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고, 학교공간
은 많은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인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큰 곳으로서,
학교 공간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연구개요
및 내용

○ 또한, 기존의 전형적인 학교 건축물을 탈피,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공간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직접 생활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학교디자인을
제시하는 것 역시 큰 의의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천창과 반사체를 활용하여 건물 내부로의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하여 에너지를 절약
할 수 있는 학교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또한, 천편일률적인 학교디자인이 아닌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설계방안을 시도해 보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임.

□ 연구 방법
○ 건물 천창을 통해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라 태양광이 유입되는 형태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
○ 교내 태양광 유입이 필요한 공간을 찾아 건물 내부에 골고루 태양광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천창의 위치와 디자인을 재설계하고, 반사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탐구
○ 탐구한 설계 방안에 근거하여, 실제 학교공간을 직접 창의적으로 재설계하여 학교 건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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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설계안을 제시
※ 제한점 : 시각적 구현을 위한 전문가 섭외 및 소통 과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의사소통의
문제로 연구 진행 및 시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 연구 활동 및 과정
○ Unity 프로그램에서 실제 태양이 C고등학교 상공을 일주운동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코딩
○ 자연광 유입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 건축물 설계 사례를 조사함.
- 경기 동화고등학교
- 슬로베니아 케케츠 유치원
- 일본 레이몬드 나가하마 보육원
- 종합: 중정, 천창, 자연광 유입을 고려한 설계 사례들이자 창의적 공공건물의 사례를 제시함
으로써 C 고등학교 기본 설계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데에
참고 가능함.
□ 연구 결과
○ 기본 설계 방향 설정
- 현재 C고등학교의 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천창은 자연광 유입에는 유리하지만 단열에도
취약하고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되므로, 여러 개의 소규모의 천창으로 나누어
설계
- 천창의 각도를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각도로 조절, 위치에 따라 각도의 다양화
추구
- 자연광 유입이 어려운 공간에 대해 반사체를 설치하여 태양광 유입을 유도하면서도, 반사체
자체가 미적인 조형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

연구성과

-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양을 계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즉 겨울철에는 더 많은 자연광을
유입시키고, 여름철에는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사체에 유동성을 추가하거
나, 천창으로 유입되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 설계 방안 마련

□ 결과 해석 및 논의
○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잘 진행하였다면 창의적이고 학교 설계안을 제시하며 흥미로운 연구가
기대할 수 있었으나, 3D 구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섭외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
지 않자 연구 진행에 큰 차질이 생김.
○ 고학년 학생들이다 보니 입시준비와 병행되어 연구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
함. 결과를 해석할 만한 결과를 의미있게 도출하지 못하여 현재 깊이 있는 결과 해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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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가 어려움.

□ 결론 및 제언(시사점 및 향후 계획)
○ 전형적인 박스형태의 건축형태를 보이는 학교 건축물을 탈피하고 자연광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방안 제시 및 활용 가능
○ 천창, 반사체 활용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
○ 대형 공공건물 형태인 학교 건물 적용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 가능
학교 건축물의 향에 따른 자연광 유입 제한요소의 극복 방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반사체
설치는 실내 공간뿐 아니라 실외 공간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함.

주요어

태양 일주운동, 자연광 유입, 천창, 반사체, 저탄소, 학교 설계, 시뮬레이션

【연구 결과요약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성과발표회에 제출했던 요약서로 대체 가능(3쪽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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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보고서 >
1. 개요
1)

연구 동기 및 필요성

□ 연구 동기
○ 실제 소속된 학교건물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다양한
설계방법이 도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울철 본교 건물의 전면부 공간과 후면부
공간 사이에 실내온도차가 많이 나는 현상에 착안하여 그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
고자 함.

○ 원인은 건물의 향과 이로 인한 실내 태양광 유입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서

,

겨울철

건물 내부 자연광의 유입을 최대화하여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보다 친환경적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된 동기임.
2017

창의재단

R&E를

통해 ‘중정 내 반사체 설치를 통한 저탄소 에너지 학교 설계

방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친환경 건축 분야에 대한 흥미가 증가하였고, 연구를 통해
얻게 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실제공간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설계를 시도해
보고자 하는 열망이 생김.

□ 연구의 필요성
○ 기후변화 시대에 신재생에너지를 발전시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에너지를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임.

○ 그중 건축물은 사람들이 항상 생활하면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

특히 겨울철

난방과 여름철 냉방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음.

○ 특히 대규모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은 일반 가정들보다 더 효과가 클
수 있고, 학교공간은 많은 학생들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인 동시에
에너지 소비가 큰 곳으로서, 학교 공간의 에너지 절약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

○ 또한

,

기존의 전형적인 학교 건축물을 탈피,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공간 디자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직접 생활하는 학생들이 생각하는 매력적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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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을 제시하는 것 역시 큰 의의가 있을 것임.

2)

연구목적

○ 천창과 반사체를 활용하여 건물 내부로의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하여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학교 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임.

○ 또한

,

천편일률적인 학교디자인이 아닌 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설계방안을 시도해

보는 것 역시 본 연구의 목적임.

3)

연구내용

○ 공간적 대상이 되는

C고등학교

현황을 분석하고, 자연광 유입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

건축물 설계 사례를 조사한 후, 본 연구팀의 선행연구 참고 및 사례를 참고하여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 한 설계 방향 마련

○ 건물 천창을 통해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라 태양광이 유입되는 형태를 컴퓨터 프로그
래밍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하고, 교내 태양광 유입이 필요한 공간을 찾아 건물
내부에 골고루 태양광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창의 위치, 각도 설정, 반사체 설치
방안을 탐구

○ 또한

,

통으로 된 유리천창이 자연광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면에서는 장점이 많지만,

열손실 또한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설계 방안에 대하여 탐구

○ 탐구한 설계 방안에 근거하여

,

실제

C고등학교를

창의적으로 재설계해 봄으로써

예술적 측면과의 융합 또한 시도해 보고자 하며, 이는 사전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점임

○ 동시에 사전 연구의 모형 실험을 활용하여 연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 공간을
,

모형으로 만들고, 실내 유입되는 에너지의 측정, 이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난방에너지
를 수치로 제시하는 실험은 연계, 보완하여 진행

4)

연구문제

○ 학교 건축물과 태양일주운동을 시각화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 부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진행시키는 데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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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겪었음.
3D

구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를 섭외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자 연구

진행에 큰 차질이 생김.

○ 고학년 학생들이다 보니 입시준비와 병행되어 연구진척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결과를 해석할 만한 결과를 의미있게 도출하지 못하여 현재 깊이 있는 결과
해석 및 논의가 어려움.
2. 연구 수행 내용
1)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C고등학교 현황 분석 및 선행 연구 요약
○ 연구의 공간적 범위가 되는 고등학교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도는
C

°

35 26‘,

경도는

1층에는

°

128 62임.

,

대상건물인 본관동은 직육면체형 건물로 총 4층 규모이며,

실내중정이 조성되어 있고, 천창이 크게 나 있음. 운동장에 접한 장방형의

긴 변을 건물의 전면부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정남동쪽을 향하고 있음.

[그림 1] C 고등학교의 중정과 천창

○ 본 연구팀의 선행 연구는 반사체를 활용하여 천창으로 유입되는 태양광을 건물의
후면부, 즉 북서향에 면한 교실 한 칸 규모의

M연구실로

반사, 유입시킴으로써 겨울철

절약할 수 있는 난방에너지의 양을 수치로 제시한 것이 주 내용임.

○ 반사체 설치 적정 각도는 태양이 남중했을 때 대상지에 최대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

반사체의 각도로
1차

°라는 수치를 얻었음.

25.25

실험은 특정일 각 시간대에서의 태양의 방위각과 고도를 조사한 후, 직접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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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모형에, 시간에 따른 태양의 위치에 인공광을 위치시켜 반사체를 통해 추가로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함. 측정은

vernier사에서

제조한

MBL과

조사량 센서를

사용하였음.

○ 자연광을 이용하여

[그림 2] 인공광을 광원으로 한 1차 실내 실험
2차

실험을 수행하였고, 반사체를 통해 하루 동안 대상 연구실에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여 계산한 결과, 난방비 절약효율이

3.81%가

된다는

결론을 얻음.

○ 본 연구에서는

C고등학교의

위치와 태양의 일주운동, 천창이 있는 구조물의 특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반사체 설치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방안을 활용하고, 자연광을
최대로 활용한 창의적 건축물의 선진사례를 조사하여,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한 설계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함.

○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시각화하고

,

실제

C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창의적으로 재설계해 본다는 점이 기존 연구와의 가장 큰 차별점임.

□ 자연광 유입을 고려한 창의적 교육 건축물 설계 사례 조사
① 경기 동화고등학교
○ 일반적으로 직육면체의 박스형태를 띄는 국내학교 건축물과는 다르게 과감히 삼각형
모양의 학교를 설계하였고, 중앙에 작은 삼각형 모양의 중정을 만듦.

○ 전면창으로 이루어진 운동장으로 접한 면에 대부분의 교실이 배치되어 있고 중정에
,

접한 면 역시 투명 벽으로 마감하여 실내 공간에 균일한 조도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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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정공간이 되는 삼각형을 약간 틀어지게 배치하여 복도폭이

2.4m~6m까지

변화하는

구조이며, 3층 복도 난간은 일정폭으로 설계하여 2층과 3층 공간이 수직적으로 차단되
지 않는 구조임. 중정을 중심으로 한 열린 구조로서 학생들이 빛과 바람을 쉽게 만날
수 있음.

○ 과감하게 삼각 학교 모양을 제안한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참고하고자 함

.

[그림 3] 동화고등학교

② 슬로베니아 케케츠 유치원
○ 건물 외관을 널빤지로 감싼 형태의 유치원으로

,

본래 설계 목적은 아이들로 하여금

공간구성요소를 가지고 놀 수 있게끔 한 디자인이지만, 채광조절 또한 가능한 디자인

○

이라는 점에 주목하였음.
C고등학교의

경우, 늦은 가을부터 봄까지는 자연광을 최대로 유입하는 것이 난방에너

지 절약에 도움이 되지만, 더운 계절에는 자연광 유입을 차단하여 실내온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하면서도 계절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케케츠 유치원 사례를 참고함.

[그림 4] 케케츠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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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본 레이몬드 나가하마 보육원
○ 세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으로 건축물의 컨셉이
0~5

‘빛’임.

여기에 공간마다 파스텔톤

의 색을 달리하여 공간의 다양성을 만들어냄.

○ 잠수정처럼 길게 위로 올라온 기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창을 내어 자연광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설계이며, 다양한 높이, 크기로 창이 위치하여 다양한 느낌의 공간을
만들어 줌.

C고등학교의

경우, 천창의 넓이, 위치, 각도 등을 재설계할 시 참고할

예정임.

[그림 5] 레이몬드 나가하마 보육원

□ 태양일주운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 공간적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상공에서 실제 태양이 어떻게 일주운동 하는지 이미지
C

로 구현함으로써

C고등학교

천창을 통해 태양광이 어떻게 유입되는지, 혹은 어떻게

그늘이 형성되는지를 시뮬레이션하고자 함. 사용할 프로그램은

Unity와 SketchUp

프로그램임이며, 추후 태양광 유입을 최대화한 학교 설계 방안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

할 예정임.
Unity는

그림자 프로그램으로 실제 장애물에 가려져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을 표현

해주는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음. 이를 이용하여 각 부분별 태양 조도를 시뮬레이션
을 통해 알아낼 수 있고 코딩을 통해 원하는 시뮬레이션을 만들 수 있음. 태양의
일주운동을 표현하기 위해 태양 일주운동 궤적을 코딩을 통해 시뮬레이션 하고, 반사
체 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어 실제 반사체와 같은 효과를 내는 반사체를 표현하여
시뮬레이션에 이용할 수 있음.

○ 스케치업

(SketchUp)은

트림블 네비게이션(Trimble

Navigation)사의 3D

모델링 프로

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간편한 인터페이스로 쉽게 모델링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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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학교의

설계도를 이용하여 스케치업 프로그램으로

C학교의

내부와 외부를 모델링

하고자 함.

2)

연구 방법

□ 연구 방법
○ 건물 천창을 통해 태양의 위치 변화에 따라 태양광이 유입되는 형태를 컴퓨터 프로그
래밍을 통해 시각적으로 구현
-

프로그래밍과 관련한 전문가 자문 진행

○ 교내 태양광 유입이 필요한 공간을 찾아 건물 내부에 골고루 태양광을 유입시킬
수 있도록 천창의 위치와 디자인을 재설계하고, 반사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탐구

○ 본교의 통으로 된 유리천창이 자연광을 실내로 유입시키는 면에서는 장점이 많지만

,

열손실 또한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설계 방안에 대하여 탐구

○ 탐구한 설계 방안에 근거하여

,

실제 학교공간을 직접 창의적으로 재설계하여 학교

건축에 적용 가능한 설계안을 제시
-

설계의 기초적 지식 및 학생들의 설계에 대한 전문가 자문 진행

○ 연구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학교 공간을 모형으로 만들고 실내 유입되는 에너지를
,

측정, 이를 통해 절약할 수 있는 난방에너지를 수치로 제시하는 실험 진행

3. 연구 결과
1)

연구 결과

□ 태양 일주운동 시뮬레이션 코딩
○ Unity 프로그램에서 실제 태양이 C고등학교 상공을 일주운동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코딩
작업 결과는 다음과 같음.

using System.Collections;
using System.Collections.Generic;
using Unity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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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class sun : MonoBehaviour {
//public float w;
public float hour;
//public float delta;
public float pi;
public float day;
//public float h;
float Delta()
{
return Mathf.Sin(day) * Mathf.Sin(23.5f);
}

float H()
{
return Mathf.Sin(Delta())
Mathf.Cos(pi) * Mathf.Cos(hour);

*

Mathf.Sin(pi)

+

Mathf.Cos(Delta())

}
float W()
{
return Mathf.Atan(Mathf.Tan(H()/Mathf.Cos(Delta()))/Mathf.Sin(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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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se this for initialization
void Start () {
}
// Update is called once per frame
void Update () {
Debug.Log(W());
}
}

○ 코딩 후 학교 설계도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도함

□ 기본 설계 방향
○ 현재 고등학교의 통으로 이루어진 대규모 천창은 자연광 유입에는 유리하지만
C

단열에도 취약하고 여름에는 실내온도를 높이는 주범이 되므로, 여러 개의 소규모의
천창으로 나누어 설계

○ 천창의 각도를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각도로 조절

,

위치에 따라 각도의

다양화 추구

○ 자연광 유입이 어려운 공간에 대해 반사체를 설치하여 태양광 유입을 유도하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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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체 자체가 미적인 조형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

○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양을 계절에 따라 조절할 수 있도록

,

즉 겨울철에는 더 많은

자연광을 유입시키고, 여름철에는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반사체에
유동성을 추가하거나, 천창으로 유입되는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물 설계 방안
마련

□ 시사점
○ 전형적인 박스형태의 건축형태를 보이는 학교 건축물을 탈피하고 자연광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설계방안 제시 및 활용 가능

○ 천창 반사체 활용을 통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
○ 대형 공공건물 형태인 학교 건물 적용 확대를 통해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 방안 제시
,

가능

○ 학교 건축물의 향에 따른 자연광 유입 제한요소의 극복 방안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며

,

반사체 설치는 실내 공간뿐 아니라 실외 공간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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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보고서 작성 시 유의 사항】
․연구 과정을 충실하게 기술하되 간결하고 경제적으로 표현할 것
․불필요한 폰트, 디자인 서식, 이미지 등을 가급적 자제할 것
․위의 연구 결과보고서는 분량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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