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에너지 작품 공모전
(제품 아이디어 부문)

1. 아이디어명
BLINDOW, UT201708310307_1
2. 개발동기

최근 가구당 전기료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 및 사무실에서 실내 에어컨 등 큰 부담이 되는
전기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연방 에너지부(The Department of Energy)는 창문에서
차양만 잘 이루어져도 외부의 뜨거운 열기를 막을 수 있고, 실내온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이러한 차양효과를 이용하여 집안을 시원하게 유지하고 동시에 냉방기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고자 한다.
우리는 전기변색소자를 창문에 적용함으로서 자체적인 차양효과를 갖고 있는 스마트 창문을
개발하고자 한다.
3. 설명서 (디자인, 기능, 역할, 활용용도, 방법 등)
디자인

기존의 창문과 유사한 형태로 외부(창틀)에 전력 확보를 위한 태양광전지 판넬을 부착한다. 창문 유
리에 전기변색물질(Electrochromic)이 코팅되어 태양광 판넬으로부터 자동 변색된다.
기

능

창문 내부를 전기변색물질(Electrochromic)으로 충전시켜 외부 자극(전력의 변화)에 의해 창문이 자동
으로 불투명하게 되어 햇빛을 차단시킨다.
활용용도

가정 및 건물에 사용되는 창문을 해당 발명품으로 대체 가능하다.
원리

1. 전기 변색
전압을 가하면 색을 변하게 하는 전기변색 물질을 이용하여 EC(electrochromic) 필름을 제작 후 유리
에 부착시킨다. EC필름은 니켈이 코팅 된 투명전극, 텅스텐이 코팅 된 투명전극 사이에 전해질이 존
재하는 구조이다. 외부에서 전류가 흐를 시 전해질에서 양이온이 텅스텐 코팅막으로 이동하여 전기적
산화환원 반응에 의하여 불투명하게 변한다.
2. 태양광
전기 변색의 에너지원을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판넬을 창틀에 부착한다. 일조량이 높은 낮에는 태양
광 판넬이 자발적으로 전력을 생산시켜 창문의 변색을 유도한다. 반면 일조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창
문의 투명한 상태를 유지시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4. 기대효과

- 전기변색물질(Electrochromic)을 이용하여 창문을 설계함으로서 창문 자체에 블라인드 효과를 부여한다.
- 창문에 블라인드 효과를 더함으로서 실내로 유입되는 열을 차단하여, 냉방기에 사용되는 전력 소
모량을 절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 기존의 블라인드가 빛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에 비해, 해당 발명품은 빛이 일부 투과되어 실내의
밝기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실내등의 불필요한 사용 역시 줄일 수 있다.
- 내부 컨트롤러를 이용하여 창문의 투명도를 조절하는 것이 가능하여 외부의 상황을 확인하면서도
빛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5. 기타 설명자료

그림 1 EC 필름 구조

그림 2 전기변색 원리

그림 3 햇빛이 비추지 않을 때 (일조량이 적음)

그림 4 햇빛이 비출 때 (일조량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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