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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신 재생에 지  하나인 태양 은 크게 발 용과 조명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자연채 시스템

에 주요부품인 태양 을 달하는 자연채 용 유리 섬유를 국내최 로 개발하 다. 용된 자연채 시

스템에 해 소개하고 섬유와 이블의 기본구조, 학  특성, 벤딩조건에 따른 조도변화  스펙

트럼을 분석하 다. 조명용 뿐 만 아니라 식물성장용으로도 사용가능하여 지하농원 등의 용이 가능하

다.

1.  서론

  친환경  건물의 설계와 신 재생에 지의 활용이 두되고 있다. 도시건물의 고층화와 집화로 인하

여 자연채 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로 자연채 시스템이 실용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설비형 채 시

스템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채 시스템에는 태양 을 집 하는 채 부, 집 된 태양 을 달하

는 도 부, 달된 빛을 발 하는 산 부로 나  수 있다. 태양 을 집 하여 달하는 매체(도 부)로

는 덕트, 이 , 반사거울, 섬유 등이 가능한데 본 논문에서는 즈방식의 자연채 시스템의 개

요와 개발된 자연채 용 유리 섬유의 구조, 특성  벤딩에 따른 조도변화, 투과스펙트럼에 하여 논

하기로 한다. 

2.  하 이 리드( Hybrid)  자연채 시 스템

  태양  자동추 장치는 일반 인 GPS방식이나 소 트웨어방식이 아닌 십자형태의 그림자 격벽센서

(Partition-wall shadow sensor)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정 한 태양추 으로 오차를 일 수 있다. 

넬 즈(Ø200mm)를 사용하여 채 된 태양 은 7심의 자연채 용 유리 이블을 통해 산 부로 달된

다. 산 부에는 자연 과 동일한 인공조명을 설치하여 흐린 날이나 야간에도 빛 감지 센서에 의해 일정

한 조도를 유지한다. 그림 1과 2는 용된 채 장치와 산 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렌즈방식의 채광장치 [그림 2] 산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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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측정값

코어 굴절률 1.457

클래드 굴절률 1.39～1.41

굴절률 차 3.91%

손실(@650nm) 7～10 dB/km

개구수 0.41

수광각 48.4°

3.  자연채 용 섬유의 특성  실 험

   VAD공법을 이용하여 순수 실리카(SiO2)를 코어로 하여 반사율을 최소화하 고 반사원리를 용하

기 하여 코 층 진(resin)을 굴 률이 낮은 진을 용하 다. 섬유의 밝기는 입 량, 색상, 수

각, 송손실, 내열성 등에 따라 좌우된다. 표 1에 섬유의 기본특성을, 그림 3에 섬유와 이블의 

구조를 도식하 다.

                              

할로겐램 를 원으로 하여 단면 연마된 유리 섬유 1가닥 는 7심 이블(직경:Ø11.4mm)의 벤딩

에 따른 조도변화를 측정하 다. 벤딩직경은 10～50mm으로 1회 벤딩을 가하면서 말단부에서 10mm 이

격한 지 에서 조도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벤딩직경 50 cm로 1 turn한 상태를 100%

로 볼 때의 감쇄비율을 비교하 다. 개발된 자연채 용 섬유는 기존 외산 유리 섬유와 동일하거나 

우수한 조도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표 2] 벤딩조건에 따른 조도변화               [그림 4] 투과스펙트럼(40m 송 후)

외부조도 9만 lux 에서 상기 채 장치를 통해 채 된 태양 을 동일조건에서 라스틱 이블과 유리

이블 40 m를 통과하여 산 부로부터 80 mm 이격한 지 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하 다. 동일조건에

서 각각의 이블 통과 후, 라스틱 이블 산 부에서는 1.25 mW/cm2이며 유리 이블 산 부에서는 

4.72 mW/cm2로서 약 4배 우수하 으며 산 부로부터 1m 떨어진 지 에서의 조도는 120～140 [lux]로 

측정되었다. 한, 유리 이블은 380～780nm 장을 포함하여 태양 과 동일한 스펙트럼을 가짐으로 

식물성장이 가능한 장 이 있다.

4 .  결론

벤딩에 따른 조도변화와 태양  스펙트럼 투과실험을 통하여 개발된 자연채 용 유리 섬유는 기존의 

외산 유리 섬유와 동일하거나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순수 자체기술에 의한 자연

채 용 유리 섬유의 개발로 국내 자연채 시스템 구축의 활성화와 수입 체효과가 기 된다. 

REFERENCE

(1) Eric Andre, Jutta Schade "Daylighting by Optical Fiber", Master of Science program, 2002.

(2) 박 석, 어익수, 여인선, “태양  채 시스템의 조명 용에 한 연구”, Journal of KIIEE, 2001.

[표1] 섬유 기본특성 [그림 3] 자연채 용 섬유와 이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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