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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

자연 유입에 한 건축 고민은 인류가 건축을 시

작하면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실내생활을

하는 동안 인간은 신체 , 정신 측면에서 햇빛이 필요

하다는 것은 이론 근거를 들지 않아도 우리 몸이 스스

로 알고 있다. 다양한 설계기법의 개발에 이어 신 인

기술을 통한 하이테크 건축에 이르기까지 건축역사상 수

많은 건축가들은 자연 의 극 인 유입을 해 지 한

고민과 노력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의료복지시설의 사용

자들은 질병과 장애로 인해 일시 인 혹은 장기 인 실

내생활이 불가피하므로 자연 유입의 필요성은 다른 시

설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있다.

김형석 외 3인은 “병실 내부로 들어오는 자연 은 환

자의 입원기간에 향을 미치며 자연 은 환자의 입원기

간을 이는데 정 인 향을 미친다.”고 하 다.1)

Karlin & Zeiss의 연구에서 의료시설의 자연 망은 환자

들의 심리 고통 복구시간을 단축하고, 의료진의 기

능과 직무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치 있는 디자인으

로 평가하 다. 한 넓은 창이라는 건축 요소는 자연

망을 통해 치유 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 다.2)

이는 자연 이 빛환경 시환경에서의 치유 환경요소

임을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치유 환경’은 환자의 치

료와 회복을 돕는 직 인 치유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통한 간 치유를 해 통합 으로

제공되는 환경을 말한다.

의료서비스의 발달로 의료시설은 매우 복잡하고 규모

는 커지게 되었다. 자연 유입을 한 건축설계에서의

여러 가지 시도는 의료시설이 규모화될수록 물리 인

1) 김형석․김민성․이주윤․송규동, 병실의 자연 환경에 따른 환자

들의 입원기간 비교,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학회논문집 제5권 제2

호, 2005, p.41

2) Karlin, B. E., & Zeiss, R. A., Best practices: environmental and

therapeutic issues in psychiatric hospital design: toward best

practices, Psychiatric Services Vol.57(10), 2006, pp.1376-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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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를 맞게 된다. 건물 앙과 지하 깊숙이 자리한 공

간까지 태양빛을 끌어들이는 것은 설계로써 극복하기 어

렵다. 이러한 한계는 최근 들어 진보된 신기술을 바탕으

로 개발된 자연 조명장치의 도입으로 극복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치유 환경조성을 한 자연 유입 방

안으로 자연 조명시스템이 의료시설에 용 가능한 기

술 안이 될 수 있음을 사례와 자연 조명기술의 비

교 분석을 통해 확인하려고 한다. 이로써 자연 유입의

목 과 시설의 유형에 맞는 치유환경요소로서의 자연

조명장치의 활용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범

먼 선행연구에서 치유 환경조성이 가능한 1)‘자연

조명시스템의 종류와 기술 특성’을 확인한다. 자연 조

명시스템 련 키워드(Fiber Optical Daylighting, Tubular

Daylighting, TDDs, Light Pipe, Vertical Daylighting,

Horizontal Daylighting, Light Shelf 등)와 의료시설

련 키워드(Health Care Facility, Hospital, Clinic 등)의

교차 검색을 통해 논문, 사례발표, 웹문서에서 2)‘치유환

경요소로서 자연 조명시스템이 용된 의료시설의 사

례’를 수집한다. 자연 조명장치는 치유 환경조성을

한 분명한 목 을 가지고, 최근 10년간 개발된 진보된

기술을 용한 의료시설에 국한된 해외 사례로 그 범

를 한정한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치유환경요소 가운데

자연 조명장치와 련된 3)‘빛환경 시환경의 치유환

경요소’와 자연 조명장치의 특장 4)‘건축설계의 한

계를 극복한 요소’를 도출하여 분석의 기 으로 설정한

다. 1)과 2)를 각각 3), 4)의 분석기 에 해 해당되는

비율을 산출한 다음 통합비율을 확인하여 자연 조명장

치의 치유환경 조성과 설계극복 가능성 활용방안을

도출한다. 연구의 방법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의 내용 방법

2. 치유 환경에 한 이론 고찰

2.1. 자연 의 질병 치유효과

의료시설에서 자연 의 극 인 유입은 환자의 재활

과 회복뿐만 아니라 의료진 서비스 제공자들의 건강

과 복지를 해 매우 요하다. 의료시설의 한 자연

은 직원들의 생산력을 높이고 실수를 여주어 직원들

의 퍼포먼스와 환자의 회복에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

시각 작업만을 해서라면 인공조명만으로도 충분하지

만 자연 은 집 력과 분 기를 향상시켜 불안, 피로,

의 긴장을 여주고 수면, 체온, 생체리듬, 종양의 성장

에 향을 주는 멜라토닌의 생성을 조 하기 때문에 치

유환경 측면에서 요한 환경요소이다.4)

태양빛의 자외선은 단백질 신진 사를 증가시키고 피

로를 감소시키며 백 구의 생성을 자극하고 엔돌핀 분비

를 진시켜 압을 낮추고 행복한 감정을 증진시킴으로

써 치유의 효과가 있다.5) 한 계 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와 양극성 우울증(Bipolar Depression)

환자들의 우울을 감소시켜 재원기간을 여 다.6) Naus

외 4인의 연구에서 우울증은 밝은 요법(Bright Light

Therapy) 이 후 크게 개선되었고, 그 효과는 4주에 걸쳐

안정 으로 유지되어 요법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물

리환경 요인이나 심리행동 요인에 의해 자연 의 충

분한 체내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울증환자에게

용되는 인공 요법은 10,000Lux의 빛을 아침에 30분정

도 쐬는 것이다. 이는 햇빛에 의해 세로토닌 분비가 증

가되어 우울증치료에 도움을 주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7)

F. Mahnke는 그의 서에 “1958년 Cremer 박사는 햇빛

이 들어오는 창문 가까이에 있던 유아들이 창문에서 멀

리 떨어진 유아들보다 황달이 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았다.”고 했다.8) 이 듯 선행연구에서 이미 요법의 치

유효과는 검증되었다.

2.2. 치유 환경요소로서의 자연

Iyendo 외 3인은 의료시설의 조명 벨이 개인의 조

감각과 련되며, 시설 인 느낌과 의 피로를 이기

3) ULRICH, Roger S., Effects of healthcare environmental design

on medical outcomes, Svensk Byggtjanst, Stockholm, 2001, p.52

4) Edwards, L., & Torcellini, P. A., A literature review of the

effects of natural light on building occupants,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Golden, 2002, p.6

5) Young, C., & Koopsen, C., SPIRITUALITY, HEALTH, AND

HEALING, Jones & Bartlett Publishers, 2010, p.15

6) Benedetti, F., Colombo, C., Barbini, B., Campori, E., & Smeraldi,

E., Morning sunlight reduces length of hospitalization in b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62(3), 2001,

pp.222-223

7) Naus, T., Burger, A., Malkoc, A., Molendijk, M., & Haffmans, J.,

Is there a difference in clinical efficacy of bright light therapy

for different types of depression? A pilot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Vol.151(3), 2013, pp.1135-1137

8) 랭크 H. 만 , 색채, 환경, 그리고 인간의 반응, 최승희․이명순

역, 도서출 국제, 1998, p.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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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조명연출은 환경 스트 스 원인 제거라는 치유환

경을 만드는 요소들과 연 되어 있다고 하 다.9) 복지를

향상시키는 물리 환경요소는 환자와 직원이 얻게 되는

성과에 향을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연 이 제공

하는 쾌 한 기는 자연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외

부 망과 함께 시설환경의 질을 높여 빠른 회복을 돕고

재원기간을 여주는 치유 인 환경을 제공한다.10) 한

자연 의 뛰어난 연색성은 환자와 방문객의 길찾기를 도

와주어 개인의 조 능력의 향상을 가져온다.<그림 2>에

서 제시된 10가지 물리 환경을 보면 빛환경 시환경

은 치유 환경을 구성하는 요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빛환경 시환경과 련된 환경요소들 본 연

구는 자연 조명을 통한 치유 환경조성을 한 환경요

소에 집 하여 연구하 다.

<그림 2> The selected physical environment factors that enhances

wellness in clinical environment11)

<그림 3>은 Iyendo 외 3인이 제시한 치유환경 모델

가운데 빛환경 시환경 요소와 선행연구에서 도출한

자연 의 치유 역할을 종합하여 구성하 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제시한 빛환경 시환경의 치유환경요소에 의

한 기 효과 10가지를 치유환경 조성을 확인하는 분석의

기 으로 삼는다.

<그림 3> 시환경 빛환경의 치유환경요소에 의한 기 효과

9) Iyendo, T. O., Uwajeh, P. C., & Ikenna, E. S., The therapeutic

impacts of environmental design interventions on wellness in

clinical settings: A narrative review,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Vol.24 2016, p.176

10) Ibid, p.179

11) 그림 출처: Ibid, p.177

3. 자연 유입을 한 건축 방안

3.1. 자연 유입 방안

보다 나은 빛환경 시환경을 해 건축에서 자연

을 제공하는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남동향

배치, 넓은 창, 높은 천창(Skylight)과 고측창(Clerestory),

솟을지붕(Roof Monitor), 지하공간을 한 침상원(Sunken

-garden), 정(Courtyard), 아트리움(Atrium) 등의 건축

설계를 통한 방안12)과 둘째, 첨단기술을 이용한 자연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이다.13) 설계를 통한 자연

유입이라는 치유 환경조성은 오래 부터 건축가들이

리 애용해온 방법으로 그 사례는 매우 많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구조 으로 극복하지 어려운 물리 한계

를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건축 디자인의 한계

를 친환경건축의 성장과 더불어 개발이 가속화된 자연

조명시스템을 통해 극복하려는 시도가 이 지고 있다.

3.2. 자연 조명시스템의 종류

자연 을 빛에 지 그 로 이용하여 인공조명을 신

하면서 치유의 효과가 있는 조명장치는 섬유자연 시

스템(Fiber Optical Daylighting Systems), 이 장치

(Tubular Daylighting Devices), 수직자연 시스템(Vertical

Daylighting Systems), 수평자연 시스템(Horizontal Day

lighting Systems), 선반시스템(Light Shelf Systems)

이 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5가지 자연 조명시스템은 친환경건축에서 인공 원을

신해 건축물의 에 지효율을 높이기 한 목 으로 사

용되는 경우가 부분이지만, 태양 을 그 로 유입할

수 있다는 에서 자연 요법의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자연 조명시스템의 구성은 3단계로 빛을 모으는 장치

(Light Collector), 빛을 달하는 장치(Light Delivery), 실

내 확산기(Light Diffuser)로 이루어진다. 자연 조명시스

템의 구성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12) Boubekri, M., Daylighting, Architecture and Health: Building

Design Strategies, Elsevier Ltd., 2008, pp.127-129

13) Han, H. J., Jeon, Y. I., Lim, S. H., Kim, W. W., & Chen, K.,

New developments in illumination, heating and cooling

technologies for energy-efficient buildings, Energy, Vol.35(6),

2010, pp.2647–2653

14) 이미지 출처: Parans Solar Lighting AB

15) Lapsa, M. V., Maxey, L. C., Earl, D. D., Beshears, D. L., Ward,

C. D., & Parks, J. E., Hybrid solar lighting provides energy

savings and reduces waste heat, Energy Engineering Vol.104(4),

2007, p.8

16) 이미지 출처: Solatube International, Inc.

17) 이미지 출처: SunCentral, Inc.

18) 이미지 출처: Sundolier, Inc.

19) 이미지 출처: Oregon Office of Energy, Case Study: Ash Creek

Intermediate School, 2002,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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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기술은 최근에 개발된 신기술로 설치비용은 비

교 높은 편이다. 하지만 향후 발생하는 에 지 약효

과로 기 비용의 상쇠가 가능하다. 진보 인 자연채

기술은 산에 큰 비용부담을 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자연 유입을 한 건축디자인에 드는 비용과 비교할

때 <그림 4>에서와 같이 TDDs나 선반의 경우는 가

격 경쟁력이 있는 장치이다. 앞으로 기술수 이 발달하

면서 정한 수 의 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상된다.

<그림 4> 평방피트 당 자연 조명 설치 가격 비교(단 : $)20)

친환경건축을 목 으로 자연 조명장치가 설치된 경우

는 에 지 감을 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태양

이 유입되는 외벽의 창호와 인 한 곳에 차양의 목 이

20) 그림 출처: AIA 2012 National Convention and Design Exposition:

Bringing Daylight into the Core of Buildings, 2012

강한 선반을 설치하거나, 인공 원을 체할 목 의

반조명으로 이용된다.

<표 2> 자연 조명시스템 기술 비교21) 22)

21) 김정태․신 구․김곤, 반사를 이용한 선반 채 시스템의 기

본형상 설계 성능평가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

계 제19권 제3호, 2003, p.178

22) http://www.aia.org/practicing/AIAB096065

종류 특성 장 단

섬유

자연

시스템

Fiber Optic

Daylighting

Systems

•작은 지붕 개방으로 실

내조명 확산기까지 섬

유 다발을 이용해 빛을

달

• 기추 장치로 평행의

태양 을 회 하며 집진

•각 섬유 다발은 기존

구 하나의 도를 가짐　

•개조가 편리하고 작

은 공간을 차지하는

이블

•빛 손실 없이 모든

방향으로 이블을 돌

릴 수 있음

•높거나 큰 모든 건물

에 사용 가능

•한 지붕에서 여러 층

으로 빛 도달

•65피트 이상에

서 심각한 빛 손실

발생

•평행한 햇빛만

을 채집할 수 있음

•흐린 날 빛 채집

은 제한

•비교 값비싼

기술

이 장

치

Tubular

Daylighting

Devices

(TDDs)

• 선은 표면에서 같

은 각도로 튀어 의 꼭

기에서 채집한 빛이 더

멀리 간 으로 확산기

까지 달

•자연채 시스템 가운

데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자연 채집 기술

•10년간 테스트된 비

교 렴한 기술

•열흡수를 방지하기

해 자외선을 걸러 냄

•낮은 각도의 자연

도 집

•낣은 면 의 낮은 빌

딩에 합

•30피트 이상

의 꺾임에 의해 빛

손실 증가

•각 조명기구마다

수직 과 분산된

지붕 통이 필요

•30피트 이하 빛

손실 최소　

수평

자연

시스템

Horizontal

Daylighting

Systems

•빌딩 면의 채 창에 장

착된 패 이 집 하여 인

한 층에 수평으로 빛

달

•강하고 얇은 넬

즈를 이용해 사선으로 태

양 집

• 통 인 공조시스템

과 비슷한 방식으로 빛

달

•가장새롭고실험 인기술

•모든 층에 빛 달

•수직 통로 없이 빛

달

•덕트설비를 공조

배 시스템 에 통합

가능

•좁은 면 의 높은 빌

딩에 합

•Light Duct 길이 50피

트까지 빛 달 가능

•패 이 에 띄

기 때문에 사드

디자인과 통합이

필요

•패 의 치는

건물방향과 조화

되어야 함

•비교 새로운

기술이며 소규모

건물에서 테스트됨

•비싼 기술

수직

자연

시스템

Vertical

Daylighting

Systems

• 섬유 시스템과 비슷

한 추 장치를 이용•

TDDs에 비해 작고 정교

하며 더 강하고 일 된

집

•빛을 응축하기 때문에

건축의 채 으로 가장 효

과

• 라볼릭 즈를 통해

빛을 모아 빛 손실 은

반사표면을 가진 을 통

해 빛 달

•응집된 빛을 하나의 지

즉, 조명기구와 실내

마감까지 달

•개조가 편리하고 은

폐 가능하며 작은 공간

을 차지

•하나의 지 에 많은

양의 빛을 집 시킴

•100~200피트까지 3

혹은 4방향 환이 가

능하고 방향 환 없으

면 더 길게 빛 달

•비교 렴한 기술

•한 지붕에서 여러 층

으로 빛 도달

•각 조명기구마

다 지름 20인치의

지붕개방이 필요

•방향 환하는

곳마다 3~5%의 빛

손실

　

　

　

선반

시스템

Lighting

Shelf

Systems

• 선반은 알루미늄이

나 은도 속 소재로

경사각을 통하여 햇빛을

실내 천정으로 반사시켜

유입시킴

•낮은 치에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나 조망과

휘 상을 고려하여 사람

의 높이 이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 선반의설치 치에따

라서내부형,외부형,혼합형

의 세가지 타입으로 분류

•고정형과 가동형이 있

으며, 가동형은 태양 의

변화에 응함

•창측의 높은 조도로

인한 휘 상을 차단

하는 차양 역할

•높거나 큰 건물을 포

함한 모든 종류의 건물

에 사용 가능

•불균형 자연 의 조

도분포를 균등하게 유

입하여 빛의 균제도 개

선하여 효과　

•천장의 경사각에 따

라 실내로 빛이 유입되

는 깊이를 더욱 증가

•블라인드를 통해 빛

의 양과 각도 조 가능　

•외부 선반이

더 기능 이므로

건물의 입면설계

시 통합 계획 필

요

•효과 인 채

성능을 해 높은

천정고 필요

•담천공 상태나

선반이 북쪽에

면한 창에 설치되

면 효율 낮음

•모든 기후에

합하지는 않음

•내부 선반이

스 링클러를 방

해할 수 있음

<표 1> 자연 조명시스템의 구성

종류
Light Collector &

Reflector
Light Delivery Light Diffuser

섬유

자연

시스템

Fiber Optic

Daylighting

Systems14)

Fresnel Lenses,

Parabolic

Light Collector15)

Optic Fiber Cable Light Fixture

이

장치

Tubular

Daylighting

Devices16)

(TDDs)

Optical Domes

　

Reflective Tubing

Transfer

Light Fixture

수평자연

시스템

Horizontal

Daylighting

Systems17)

Beamer Shade, Spandrel Light Fixture

Light Duct

수직자연

시스템

Vertical

Daylighting

Systems18)

Daylight Harvester Spiral Light Duct Light Fixture

선반

시스템

Lighting Shelf

Systems19)

External Light Shelf, Window,

Internal Light Shelf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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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설의 경우, 에 지효율의 목 과 더불어 치유의

목 을 띠기 때문에 자연 이 닿기 어려운 건물의 깊숙

한 곳에 설치되어 환자들의 빠른 회복 직원들의 복지

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치료를 한 의료서비스 행

인 직원의 퍼포먼스는 자연 의 충분한 유입으로 향상

되며 치유 환경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자연 조명시스템의 기술내용과 각 장치의 장단 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그리고 각 자연 조명시스템

의 자연 유입방식에 따른 시스템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5>와 같다.

섬유 자연 시스템 (Fiber

Optical Daylighting Systems)

이 장치

(Tubular Daylighting

Devices)

수직 자연 시스템

(Vertical Daylighting

Systems)

수평 자연 시스템

(Horizontal Daylighting Systems)

선반 시스템

(Light Shelf Systems)

<그림 5> 자연 조명시스템의 구조23)

자연 조명시스템의 특성 가운데 자연 달거리, 빛

의 방향 환, 설치의 용이성, 가격 경쟁력, 편의성을 향

상시킨 조 기, 태양변화에 한 응력을 높이는 추

장치는 건축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자연

조명장치의 특장 이다. 본 연구에서는 의 특장 6

가지를 기 으로 설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 안으

로서 자연 조명장치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4. 자연 조명시스템 설치 사례 분석

4.1. 자연 조명시스템 설치 사례

(1) Avery Health Care (in Chapel Brampton, UK)

은퇴자를 한 헬스 어 시설인 Avery Health Care는

주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창 없는 1층 복

도에 에 지 약과 더불어 쾌 한 작업환경과 생활환경

을 조정할 목 으로 이 를 설치하 다.

(2) Borders General Hospital (in Scotland)

직원과 환자를 해 최상층 복도에 TDDs가 범 하

게 쓰 다. 최상층 창고용 공간에 새로운 오피스를 만들

면서 복도 쪽으로 창을 내어 외부창이 없는 공간에서 생

활하는 사람들을 해 이 를 설치하 다.

23) 이미지 출처: <표 1>의 이미지 출처와 동일함

(3) Good Samaritan Hospitall (in Puyallup, USA)

병실 안쪽까지 태양빛을 끌어 들여 인공 원을 신할

목 으로 선반을 설치하 다. 환자의 침상이 창문과

떨어진 병실 안쪽에 치하고 있기 때문에 직 인 태

양의 부심을 막아 주면서 주 의 치유효과를 얻기

해 선택되었다.

(4) Helsingborg Hospital (in Sweden)

상동맥 조 술 부서(Department of Coronary Angio

graphy / 冠狀動脈造影術部署)는 건물의 심에 있어 자

연 이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치하여 섬유시스템을

이용하 다. 실내 확산기는 직사각의 일반 인 조명기구

형태를 하고 있으며 컨트롤실에 설치되었다. 휴게실은

(spot) 형태로 여러 개를 벽체 상부에 배치해 천정을

워싱(washing)하도록 연출하 다.

(5) Iopsalute, Ltd. Dental Office (in Pescara, Itary)

Iopsalute는 이탈리아 페스카라에 치한 치과이다. 이

탈리아의 건강과 생 규정은 직장 내 자연 의 필요성

을 인식하고 모든 정규 직장 내에 자연 의 최소치를 정

하 다. Iopsalute 치과는 하나의 창에서 들어오는 자연

을 9개의 치과 치료실이 나눠야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자

연 의 최소치를 충족하기 해 TDDs를 이용하 다.

(6) Khoo Teck Puat Hospital (in Singapore)

병실에 설치된 선반은 자연 의 부심을 차단하고

빛을 건물 안쪽 깊숙이 보내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

사례도 선반의 이러한 역할을 기 하고 설계단계부터

용하 다. 그러나 이 병원의 직원은 선반이 후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지 못하며, 먼지가 쌓여 리에 어려움

도 있다고 했다.24)

(7) Nuffield Hospital (in London, UK)

런던 북쪽에 치한 Nuffield Hospital은 병실에 TDDs

를 설치하 다. 특히 주목할 만한 은 <그림 6>과 같이

병실 내에서 햇빛의 량을 조 할 수 있는 조 기(Dimmer)

를 달았다는 이다. 조 기를 리모컨으로 제어 할 수 있도

록 하여 환자가 선택 으로 빛을 조 할 수 있게 편의성을

높 다.

<그림 6> Nuffield Hospital 병실의 TDDs 조 기25)

24) WU, Ziqi., Evaluation of a sustainable hospital design based on

its social and environmental outcomes, Cornell University Ph.D.

Thesis, 2011, p.93

25) 이미지 출처: http://www.solatube.co.uk/_webedit/uploaded-files/Al

l%20Files/Case%20studies/2016/Healthcare%20-%20Nuffield%20Ho

spital.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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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Presbyterian St. Luke's Medical Center (in Denver, USA)

리노베이션을 하면서 지붕 바로 아래 4층에 있는 신생

아실에 섬유 자연 조명장치를 설치하 다. 천창과 같

은 통 설계에 의한 채 방식은 열을 함께 얻게 되는

부담이 있고 신생아실은 매우 민감한 의료공간이기 때문

에 신생아 황달의 치유효과가 있는 자연 은 유입하면서

열은 흡수하지 않도록 하기 해 섬유를 용하 다.

(9) Salford Royal Hospital (in Scotland)

환자는 물론 시설 안에서의 근무시간이 긴 간호사에게

발생 할 수도 있는 빛 부족 문제를 방하기 해

이 를 이용하 다. A & E(Accident and Emergency)부

서는 건물 앙에 치해 있어 자연채 이 어렵기 때문

에 TDDs를 통해 빛을 달 받도록 하 다.

(10) Södertälje hospital (in Sweden)

스웨덴의 Södertälje hospital의 경우, 방사선과의 치

가 건물의 안쪽에 자리하고 있어 섬유자연 시스템을

용하여 거리와 치 한계 직원들의 건강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사례이다.

(11) South Central Railway Hospital (in India)

인도의 South Central Railway Hospital의 여성병동에

는 스트 스감소, 비타민D 흡수, 빠른 회복을 해

이 가 설치되었다. 다인병실의 창과 면하지 않은 안쪽

침상의 환자들에게도 이 를 통해 자연 을 달 받

을 수 있도록 설치하 다.

조사한 의료시설의 자연 조명시스템 설치 사례를 요

약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의료시설 자연 조명시스템 설치 사례

26) 이미지 출처: https://www.ribaproductselector.com/Docs/1/19901/e

4.2. 사례 자연 조명기술 비교 분석

이 연구에서 조사한 치유환경요소로서 의료시설에 용

된 자연 조명장치의 사례는 총 11곳이다. 용된 채 기

술과 수혜 상자를 기본 으로 분류하고, 분석기 3)‘빛

환경 시환경 치유환경요소’와 4)‘건축설계의 한계를 극

복한 요소’에 따라 사례 자연 조명기술를 비교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용된 채 기술

5가지 자연채 기술 가운데 TDDs가 가장 많이 이용되

고 있다. 이는 TDDs기술이 비교 단순한 구조이며 설치

비용이 상 으로 렴하기 때문이다. 수직․수평 채 기

xternal/COL380381.pdf

27) 이미지 출처: http://www.solatubescotland.co.uk/trade-area/product

s/borders-hospital/132.htm

28) 이미지 출처: http://www.healthcaredesignmagazine.com/article/put

ting-together-multicare-good-samaritans-new-patient-tower

29) 이미지 출처: http://www.parans.com/the_project2-en.cfm?id=24&p

revheader=Project

30) 이미지 출처: http://www.parans.com/the_project2.cfm?id=23&prev

header=Project

31) 이미지 출처: http://www.worldarchitecturenews.com/wanmobile/mo

bile/article/19615

32) 이미지 출처: http://www.solatube.co.uk/downloads/case-studies/h

ealthcare/

33) 이미지 출처: http://www.parans.com/the_project2-en.cfm?id=23&p

revheader=Project

34) 이미지 출처: https://www.ribaproductselector.com/Docs/1/19901/e

xternal/COL380381.pdf

35) 이미지 출처: http://www.wascoskylights.com/uploads/case-sodert

alje_hospital.pdf

36) 이미지 출처: http://www.railnews.co.in/renovated-female-ward-op

ened/

시설명 설치 이미지 지역 설치장소 ( 용기술) 특징

(1) Avery Health

Care26)
국 •1층 복도 (TDDs)

•은퇴자 주거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창 없는 복도의 자연 유입을

해 설치

(2) Borders

General

Hospital27)

　

국 •최상층 복도 (TDDs)

•창이 없는 창고 공간에 오피스

를 신설하고 복도의 창을 통해

TDDs의 자연 유입

(3) Good

Samaritan

Hospital28)

미국 •일반 병실 ( 선반)

•LEED Silver

•1인실 안쪽에 치한 침상까지

선반을 통해 빛 유입

(4) Helsingborg

Hospital29)
스웨덴 • 상동맥 조 술 부서 ( 섬유)

•건물 깊은 곳에 근무하는 직원

환경복지를 한 조치

(5) Iopsalute,

Ltd., Dental

Office30)

이탈

리아

•치과 치료실 (TDDs)

•이탈리아 건강과 생규정

수를 한 설치

•주 의 연색성에 의한 심미치

료 효과 향상

(6) Khoo Teck

Puat

Hospital31)

싱가

포르

•일반 병실 ( 선반)

•다인실 안쪽 침상의 환자를

한 선반 설치

(7) Nuffield

Hospital32)
국 •일반 병실 (TDDs)

•침상 바로 에 Dimmer가장착된

TDDs를 설치하여 편의성이 높음

(8) Presbyterian

St. Luke's

Medical

Center33)

미국 •최상층 신생아실 ( 섬유)

•신생아황달 치유목

•열 달을 최소화하기 해

섬유시스템 선정

(9) Salford

Royal

Hospital34)

　

국 •A & E (TDDs)

•환자와 직원의 빛부족 문제

방을 해 설치

(10)) Södertälje

hospital35)
스웨덴 •방사선과 ( 섬유)

•건물 깊은 곳에 근무하는 직원

환경복지를 한 조치

(11) South

Central

Railway

Hospital36)

인도 •산부인과 병실 (TDDs)

•24병상 여성병동 환자의 스트

스 감소, 비타민D 흡수, 빠른

회복을 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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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용된 의료시설은 악되지 않았다. 수직․수평 채

기술의 개발이 최근에 이 졌고 상 으로 설치비용이

고가이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설치비용을 비교하면 이

, 선반, 섬유, 수직시스템, 수평시스템 순으로 비용이

증가한다.

(2) 수혜 상자

자연 조명장치의 수혜 상자는 부분 환자이지만 사

례(4), (10)과 같이 자연 의 수혜 상이 환자가 아닌 직

원일지라도, 그들의 의료서비스 향상이 궁극 으로 환자의

치유와 회복에 도움을 다. 사례(5)의 경우 직원들의 복

지를 한 법 규정에 따라 치과에 자연 조명장치를 설

치하 다.

(3) 비타민D 공 , 질병 치유( 요법)

사례(8), (11)은 신생아의 황달치료와 산부인과의 산모들

의 산후우울증 경감, 산후 빠른 회복을 목 으로 요법을

시행한 사례이다. 특별히 사례(8)에서는 요법을 한 빛

유입 과정에 동반되는 열 달을 최소화하기 해 섬유

시스템을 선택하 다.

(4) 쾌 한 기, 직원의 생산성 향상

자연 의 유입 자체가 쾌 한 기를 형성하기 때문에

모든 사례가 해당될 것으로 단된다. 직원의 생산성 향상

을 한 사례는 직원을 수혜 상으로 한 사례(1), (2), (4),

(5), (8), (9), (10)이다. 앞서 언 한 것처럼 직원을 한

자연 유입은 질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환자를

한 치유환경을 조성한 것이 된다.

(5) 의 피로 감소, 부심 제거

사례에서 의 피로나 부심 상이 있는지 확인하긴

어려웠으나 자연 조명시스템은 과도한 량과 래어에

의해 의 피로를 주지 않도록 개발 시 에서부터 고려되

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해당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상된다.

(6) 조명연출

섬유는 확산부가 직부등과 같은 조명기구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한 (spot) 형태로 설치가 가능해 사례(4)와

같이 월워시(Wall wash)나 실링워시(Ceiling wash) 같은

인테리어 조명연출이 가능하다. 사례(3), (6)에서 설치한

선반은 원리 자체가 빛이 천정면을 통해 유입하게 되므

로 간 조명 효과를 얻을 수 있다.

(7) 뛰어난 연색성

자연 은 모든 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연색성을 가지

고 있다. 이것은 자연 이 환자들의 길찾기(Wayfinding),

방문자들의 길찾기(Navigator) 능력을 높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37) 길찾기는 개인조 능력에 해당하고

자연 에 의해 향상되며 사례(1), (2)가 이에 해당한다.

37) Dalke, H., Little, J., Niemann, E., Camgoz, N., Steadman, G., Hill,

S., & Stott, L., Colour and lighting in hospital design, TSO,

London, 2006, p.40, p.63

특별히 사례(5)의 경우는 자연 의 뛰어난 연색성이 치

아색의 정확한 선정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공 원

에서 제작된 인공치아나 보철물은 인공조명의 색온도에

의한 오차가 발생하여 환자 고유의 치아와 이색이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이유로 치과의 조명은 조도 못지않게

연색성이 매우 요하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치아 미용치

료는 매우 요한 치료 분야이고 심미치료의 결과가 환자

의 만족도에 큰 향을 주므로 자연 의 연색성은 치유

환경에 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8) 정조도, 외부조망

고정형 선반의 경우 지역의 태양고도에 따라 정확하

게 계산된 선반의 경사도와 천정 반사각이 결과에 큰

향을 미친다. 한 천정은 시공 후 수정이 어려우므로

설계단계에서 태양의 움직임에 한 데이터가 반 되어

야한다. 사례(6)의 경우 이런 이 잘 반 되지 않아

선반을 통해 충분한 조도를 확보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선반을 설치한 사례(3), (6)은 창을 통한 외부조

망이 가능하다.

(9) 거리극복, 방향 환(유연성)

건물 깊숙한 곳이나 외벽을 면하지 않는 안쪽에 치하

여 자연 조명장치가 설치된 경우는 사례(1), (2), (4), (5),

(7), (9), (10), (11) 총 8곳이다. 사례(3), (6)은 창문과 거리

가 있는 침상까지 햇빛을 끌어들이기 해 선반을 설치

한 사례이다. 이는 자연채 장치가 자연 유입을 한 건

축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안으로 용될 수 있

다는 것을 보여 다. 사례(4), (10)의 섬유자연 시스템

은 이 보다 빛 달 거리가 길고 휘어짐이 용이하기

때문에 거리와 치 한계의 극복에 보다 유리하여 선택

되었다.

(10) 시공용이, 가격 경쟁력

사례(8)에서는 치와 거리의 한계 보다는 범 한 건

설공사 없이 진행하기 해 섬유조명시스템을 채택하

다. 사례(2)는 설치시공의 용이함을 이유로 TDDs를 용

한 사례이다. 자연 조명장치 이 와 선반은 건

축설계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조 기 설치(편이성 향상)

필요에 따라 실내에 공 된 태양빛의 량을 조 할 수

있다면 자연 조명장치도 인공 원과 같은 편의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사례(7)에서는 리모컨을 통해 량을 조 하

는 조 기를 장착하여 4단계로 조 할 수 있도록 세심하

게 배려하 다.

(12) 추 기 설치(태양변화 응)

자연 조명장치는 태양의 고도와 날씨변화에 따라 빛의

양이 변화하기 때문에 일정 조도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례(4), (8), (10)은 자연 추 장치를 장착해 태양

변화에 응하고 있다. 섬유와 수직자연 시스템은

추 장치를 통해 빛의 채집량을 늘려 채 의 효과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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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수 있고 선반은 가동형 선반을 통해 태양 변화

에 응하여 자연 을 확보할 수 있다.

치유환경요소 건축설계 한계의 극복요소로서 자연

조명시스템을 용한 의료시설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자연 조명시스템을 용한 의료시설 사례 비교분석

건축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기술 안으로서의 가능성

과 치유환경요소로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해 자연 조

명시스템의 특장 기 효과를 기 으로 자연 조명기

술을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자연 조명기술의 특장 기 효과 분석

<표 4>와 <표 5>의 분석결과를 나타내는 자연 조명

시스템의 비율분포도 <표 4>와 <표 5>의 통합 비율

분포도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자연 조명시스템의 설계극복요소와 치유환경요소 비율 분포

통합 비율분포를 보면, 건축설계 한계극복요소 역 체

에서 미해당 사항이 11.5%로 나타났으며 이는 자연 조명

시스템이 88.5%의 역에서 건축설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 조명기술 비율분포도의 높은 비율

순서로 건축설계의 한계를 극복하는 안으로 자연 조명

시스템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단된다. 통합 비율분포

의 치유환경요소 역 체에서는 미해당 사항이 4.8%에

불과해 자연 조명시스템이 치유환경요소로 작용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통합 비율분포도의 높은 비율 순서로 자

연 조명시스템은 치유환경요소로써 활용도가 높다고

단된다.

4.3. 자연 조명시스템의 활용방안

사례 자연 조명기술의 비교 분석 결과에 따른 자연

조명시스템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다.

(1) 열 달을 최소화한 요법에 활용

사례와 선행연구로 비추어 볼 때, 비타민D 부족과 련

된 질환38) 즉, 칼슘 사질환, 골 골다공증과 같은

38) 최희정, 비타민 D 작용에 한 새로운 조명, 한가정의학회 학회지

제32권 제2호, 2011, pp.90-93

시설명

채 기술 상 기 효과　
선정
이유

옵션

섬
유

이
이

수
평

수
직

선
반

환
자

직
원

방
문
객

비
타
민
D

요
법

쾌

기

생
산
성
↑

피
로
↓

부
심
x

조
명
연
출

길
찾
기

정
조
도

외
부

망

거
리
극
복

시
공
용
이

조

기

추

기

(1) Avery

Health Care
● ● ● ● ●　●　● ● ● ● ● ● ● 　

(2) Borders

General

Hospital

● ● ● ● ●　● ● ● ● ● ● ● ● ● 　

(3) Good

Samaritan

Hospital

● ● 　 　 ●　● ● ● ● ● ● ● 　 　

(4) Helsingborg

Hospital
● 　 ● 　 ●　　 ● ● ● ● ● ● ● ●

(5) Iopsalute,

Ltd.,
● ● ● 　 ●　　 ● ● ● ● ● ● 　

(6) Khoo Teck

Puat

Hospital

● ● 　 　 ●　● ● ● ● ● ● 　 　

(7) Nuffield

Hospital
● ● 　 　 ●　●　● ● ● ● ● ● 　

(8) Presbyterian

St. Luke's

Medical

Center

● ● ● 　 ●　● ● ● ● ● ● 　 ● ●

(9) Salford

Royal

Hospital

● ● ● ●　●　　 ● ● ● ● ● ●　 　

(10))Södertälje

hospital
● 　 ● 　 ●　　 ● ● ● ● ● 　 ●

(11)South

Central

Railway

Hospital

● ● 　 　 ●　●　● ● ● ● ●　 　

합계 3 6 · · 2 9 7 3 11 7 11 7 11 11 3 2 10 2 8 2 1 3

자연 조명기술 특장 기 효과

섬

유시

스템

이

장치

수평

자연

시

스템

수직

자연

시

스템

선

반시

스템

건축

설계

의

한계

극복

거

리

극

복

거리극복(자연 달 거리)

[비교순 ]

●

[2]

●

[4]

●

[3]

●

[1]

●

[5]

방향 환(유연성, 빛손실 최소화)

[비교순 ]

●

[1]

●

[2]

●

[3]　
　

설

치

용

이

설치 용이(작은 크기, 간편 설치)

[비교순 ]

●

[1]

●

[2]

가격 경쟁력

[비교순 ] [3]
●

[1] [5] [4]
●

[2]

조 기(편이성 향상) ● ● ● ● ●

추 장치(태양변화 응) ● 　 　 ● ●

치유

환경

요소

로서

의

기

효과

비타민 D흡수 ● ● ● ● ●

질병치유( 요법) ● ● ● ● ●

쾌 기 ● ● ● ● ●

생산성 향상 ● ● ● ● ●

의 피로 감소 ● ● ● ● ●

부심 제거 ● ● ● ● ●

조명연출

다양한 조명기구 형태 ● ● 　 ● 　

(Spot) 형태 ● 　 　 　 　

선(Line) 형태 ●

천정 형태 　 　 　 　 ●

뛰어난

연색성

길찾기 ● ● ● ● ●

심미치료 효과 향상 ● ● ● ● ●

정 조도 ● ● ● ● ●

외부 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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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 근육병증, 사증후군, 당뇨병, 면역질환, 감염, 세포

증식과 암, 심 질환,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진료과의 병

실에 치료 목 으로 자연 조명장치의 용이 가능하다.39)

한 자연 조명장치는 빛 달은 최 로 되고 열 달은

게 되도록 개발되었다. 요법을 해 태양빛은 들어오

되 열은 들어오지 않길 원할 때, 자연 유입에 동반되는

열 달의 문제해결 목 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2) 다양한 조명연출에 활용

자연 조명시스템의 확산기에 해당하는 실내 조명기구

는 다양한 디자인으로 개발이 가능해 인공조명과 비교하

여도 손색이 없다. 섬유는 형태, 수평자연 시스템은

선형태, 선반은 천정면의 빛반사에 의한 간 조명형태로

조명연출이 가능하다.

(3) 뛰어난 연색성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 활용

심미성이 강조되는 시술과 치료는 뛰어난 연색성을 지

닌 태양 에 의해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의료시

설 내에서의 길찾기 뿐만 아니라 정확한 색구별이 필요한

심미치료 분야에 태양 의 뛰어난 연색성을 활용하면 효

과 이다.

(4) 외부조망을 필요로 하는 공간에 활용

선반은 외벽창에 설치되며 수평자연 시스템은 외벽

창과 결합된 Spandrel장치40)를 통해 빛을 달 받기 때문

에 자연 유입과 더불어 외부조망 확보를 원하는 공간에

활용될 수 있다.

(5) 건축설계의 물리 한계 극복에 활용

자연 달거리는 수직자연 시스템, 섬유시스템, 수

평자연 시스템, 이 장치, 선반시스템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자연 달거리가 짧고 유동 인 선반 조차

도 일반 창의 빛 도달거리의 약 3배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방향 환이 가능한 장치는 섬유,

이 , 수직자연 시스템이며 순서 로 유연성이 좋고 방향

환(Turn) 가능 횟수가 많으며 각도에 따른 빛손실이

은 것으로 타나났다. 이는 자연 조명장치가 건축설계의

수직․수평거리의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안이며, 창이

없는 건물 깊숙한 공간까지 자연 을 유입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6) 설치공사 비용 부담이 은 자연 조명장치의 활용

수평시스템, 선반은 추가 설치가 가능하지만 외벽을

고려한 통합 설계가 요구되며, 선반은 높은 천정고를 필

요로 해 추가 설치의 용이성은 떨어진다. 하지만 섬유,

이 는 작은 공간을 차지하거나 천정 개구부가 작아

39) 조수경․구슬․박경, 비타민D와 우울증,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제

43권 제10호, 2014, p.1467

40) 외벽에 있는 상하층의 두 창 사이(Spandrel)에 설치된 자연 달

장치, <표 1> 참조

41) Bainbridge, D., & Haggard, K., Passive Solar Architecture:

Heating, Cooling, Ventilation, Daylighting and More Using

Natural Flows, Chelsea Green Publishing, 2011, p.149

수선 없이도 장착이 용이하다. 가격경쟁력은 이 ,

선반, 섬유, 수직자연 시스템, 수평자연 시스템 순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 와 선반은 자연 유

입을 한 건축설계 비용과 견주어도 경쟁력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설치비용의 부담은 비교 크지 않다.

(7) 량조 이 가능한 자연 조명장치의 활용

사례로 확인된 TDDs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자연 조

명장치도 루버스크린 혹은 Light Delivery나 Light Diffuser

내에 Dimmer를 설치하면 량조 은 기술 으로 가능하

다. 모든 자연 조명장치는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태양

의 조도를 조 할 수 있는 조 기를 설치하여 편의성

을 높일 수 있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치유 환경조성 건축설계의

한계 극복을 목 으로 자연 조명시스템를 설치한 의료시

설 사례와 자연 조명기술을 분석한 결과 후속연구에

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연 채 기술을 부분 외국기업이 보유하고 있

고 고가인 계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사례를 확인하기 어

려웠다. 외국의 사례 한 기술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진 수

평․수직 자연 시스템의 경우는 의료시설의 용사례를

확인하지 못했다. 비교 정한 비용과 단순한 구조인

이 의 설치 사례가 가장 많았고, 섬유, 선반 순으

로 나타났다. 건축설계와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가진

이 와 선반 설치가 가장 용이한 섬유의 특성이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자연 조명장치는 가격 근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인공 원을 체하여 에 지

약의 효과를 얻을 수 있어 고가의 기 설치비용의 보

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둘째, 자연 조명장치는 일반 창에 비해 빛의 달거리

가 길고 섬유, 이 , 수직자연 시스템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건축설계의 물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추 장치 가동형 선반을 통해 태양 변화에 응

하여 충분한 조도를 확보할 수 있고, 조 기 설치를 통해

조도조 의 편이성도 높일 수 있다. 한 확산기는 조명기

구와 같이 다양한 모양으로 개발이 가능하며 형태, 선형

태, 간 조명형태로 표 할 수 있다. 자연 조명장치는 건

축설계의 한계를 넘어 인공 원과 비교해도 조도, 편이성,

조명연출 방법이 뒤떨어지지 않는다.

셋째, 자연 조명시스템은 의료시설 사용자들에게 비타

민D 공 , 쾌 한 기환경 제공, 정 조도 공 , 의

피로 감소, 부심 상 제거를 통해 치유 환경을 제공

한다. 자연 은 환자에게 요법 효과를 으로써 치료 회

복에 직 인 도움을 주며, 의료서비스 종사자들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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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능력의 향상, 업무 효율성의 증가, 의료 실수의 감소

라는 간 인 결과로 환자에게 치유 환경을 제공한다.

넷째, 자연 의 뛰어난 연색성은 환자와 방문객의 길찾

기에 도움을 다는 사실은 선행연구에 나타나 있다. 그런

데 본 연구를 통해 자연 의 연색성이 색상의 정확한 구

별과 선정이 필요한 미용치료 분야에 도움을 다는 것을

사례에서 확인하 다. 자연 조명장치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와 같은 심미치료를 하는 시설에 용되어 치료결

과와 직원복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치유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이론 근거와 사례를 통해 자연 조명시

스템이 건축설계의 한계를 넘어 치유 인 환경을 제공하

는 안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하지만 최근에 개발

되고 고가인 계로 설치사례가 많지 않아 실제 효용성을

명확히 수치화하긴 어려웠다. 향후 자연 조명시스템의 효

용성을 검증하기 해 더 많은 유형별 설치사례를 바탕으

로 거주 후 평가(POE)와 인체반응에 한 후속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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