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 빛 조절 시스템

CONTROLITE®

SKYLIGHT

FACADE



Sports Complex Jules Ladoumegue, France | Architect: Dietmar Feichtinger 

INTELLIGENT 
DAYLIGHTING SYSTEM

COMFORT. CONVENIENCE. CONTROL.



CONTROLITE® 는 유입되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회전식 루버(LOUVRE)
가 내재된 통합형 반투명 시스템 패널
(GLAZING PANEL) 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우수한 기능 때문에1년 365일 
언제든지 실내 자연광의 조도를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따른 완벽한 빛의 조절

겨울철에는 자연광 유입을 최대화하고, 여름철에는 
태양열을 차단합니다 

Controlite®는 태양빛과 태양열의 강도를 조절하여 최적의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Controlite 시스템은 상업건물 
및 공용 건물의 채광용 천창(skylight)을 넓히고 계절에 
관계없이 태양빛과 태양열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최적화된” 빛으로 더 편안해집니다.

Controlite® 시스템은 일조량의 변화에 맞추어 작동되어, 
실내로 유입되는 빛의 양과 그림자, 태양열의 강도를 
효과적으로 조절합니다.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Controlite® 시스템은 냉난방 장치 및 인공조명으로 인한 
에너지 사용을 대폭 감소시킵니다.

지속 가능한 통합 설계

Controlite® 패널은 친환경 건물 설계에 활용하면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Controlite®는 80% 이상의 태양열을 차단합니다(W/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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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able glazingControlite

CONTROLITE®와 기존 유리의 비교-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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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olite® 메커니즘
2. Danpalon® 커넥터
3. 16mm Danpalon®패널

4. Controlite® 알루미늄 글레이징 시스템
5. Controlite® 루버
6. 30mm 이중벽 Danpalon® 패널

Fully closed Fully opened

작동 방식
외부 센서는 태양의 방향을 탐지하고, 
내부 센서는 건물 내부의 빛의 투과량을 
기록합니다. 지능형 시스템은 빛 투과량 
조절, 열량 및 그림자의 균형을 맞추어 빛을 
적절히 여과하여 전달함으로써, 실내 환경을 
편안하게 유지합니다. 

지능형 빛 조절 시스템을 사용하면, 이상적인 
빛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 또는 늦은 오후 여름철 낮시간 흐린날

Open 상태의 Controlite® 
패널은 37%의 자연광 투과

Closed 상태의 Controlite® 
패널은 5%의 자연광 투과

5%37%

자연광의 최적화
기존의 창은 아침과 오후 그리고 겨울에는 각도의 빛을 반사합니다. 정오에는 입사각이 높아져서 너무 많은 태양광을 
받아들입니다.  Controlite® 패널은 필요한 경우에는 태양광의 각도에 적합하도록 루버(louvers)의 위치를 회전시켜, 빛의 
양을 조절하여 최적화합니다.

• 낮은 입사각(아침, 오후, 겨울): Controlite® 시스템은 빛이 최대한 유입되도록 루버(louvers)의 위치를 설정합니다.
• 높은 입사각(정오): 불투명한 루버(louvers)의 표면은 태양광을 반사하여 적당한 빛이 유입되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유입되는 열량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합니다.

균형 잡힌 주광 – 빛과 편안함의 완벽한 조화

CONTROLITE® 솔루션을 활용한 빛의 최적화

시스템의 장점
• 자연광 유입량에 따라 

작동하여 최적의 편안함 제공
• 넓은 천장 면적에 적용 가능
• 극한의 기후와 온도에도 

변함없는 내구성 유지
• 에너지 절약, 지속 가능한 

설계 및 냉/난방 비용 절감



벽체(FAÇADE)용 CONTROLITE®
• Double glazing : Controlite® 내부에 

Danpalon®16mm, 외부에 1040mm

• 높은 단열 효과
• 외부에서 알루미늄 연결부가 보이지 않음

• Double glazing : Controlite® 내부에 
Danpalon®16mm, 외부에 1040mm

• 설치 모듈: 1049mm (폭)

지붕용 CONTROLITE®

Sports Hall, France

Architect: Gremillet

Design Museum, Israel

Architect: Ron Arad 

• 단열 효과 향상
• 자유로운 빛 조절
• 손쉬운 유지보수

•  자유로운 빛 조절
• 접근 및 유지보수가 쉬운 메커니즘



Roofing system Facad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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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 Dealership, Israel

Building annual energy 
balance, divided by month

Lighting map in the first 
floor (during 22th Sep. 2 PM) 

CONTROLITE®
지붕 시스템

CONTROLITE®
파사드 시스템 연구실/기업 실험 기준

개 폐 개 폐
모듈 폭 (mm) 1050 1042
최소 경사도 5° N/A
패널 당 무게 (kg/m²) 14.5 14.5
열 관류율 (W/m2k) 1.0 0.9 1.0 0.9 CSTB Th-U édition 2007
차음성 27 dBA 27 dBA CFI Andersay ISO140-4
내연성 B-s1, d0 LNE En 13501-1:2002
내 충격성 M50/1200 J* pass SOCOTEC- France
컨트롤라이트 + DP6 Clear

Danpal
ASHREA 

STANDARD 
74-1988

빛 투과율 37% 5% 37% 5%
태양열 획득 계수 0.40 0.18 0.40 0.18
컨트롤라이트 + DP16 clear 
Softlite
빛 투과율 25% 5% 25% 5%
태양열 획득 계수 0.35 0.17 0.35 0.17
지점간격 4.8M 3.2M
패널 최대길이 11.98M
품질보증 10년

1050 1040

96 65

태양 및 열 에너지 시뮬레이션
Danpal®의 Smart Energy Simulator는 일조량을 예측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Danpal의 Smart Energy Simulator

는 건물이 위치하는 장소의 평균적인 기후 자료를 활용하여 Controlite®가 변화하는 내부 일조량과   건물 에너지 소비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적합한 작동 방식의 모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기 설계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Controlite® 사용으로 얻는 환경 측면의 경제성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동적 일광 맵(map) 시뮬레이션
• 동적 에너지 소비 시뮬레이션

광학 및 열적 특성 

Controlite®는 태양 에너지의 투과량을 조절하여 다양한 차폐 계수 (Shading Coefficient)를 전달함으로써, 건축가들과 
설계자들에게 자연광의 설계에 대한 무한한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www.danpal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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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PAL® 시스템으로 다채로운 
분위기를 연출하세요

회사 소개
건물 외관을 위한 혁신적인 자연광을 제공하는 Danpal®은 우수한 투광성 건축 시스템을 창조하여, 
빛과 태양 에너지를 활용한 최적의 공간을 선사해 드립니다.

Danpal® 의 혁신적인 시스템은 지난 50년간 건축가들이 빛(자연광 및 인공 조명)을 강력하고 다재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실내외를 막론하고 어디서나 빛나는 건축물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Danpal®은 Danpalon® 반투명 U자형 패널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건축공간에 적용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의 상업, 교육, 운송, 건강, 스포츠, 하이테크 프로젝트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빛의 건축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건축에 완벽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anpal® 제품은 모든 유형의 건물을 위한 외장재, 치장재, 지붕, 채광창, 
루버등 실내외 환경까지 충족시키는 친환경 자재로서, 광범위한 빛의 건축을 완성합니다.

Danpal® 시스템은 혁신적 기술, 심도있는 건축 노하우와 고객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계 5개 
대륙에서 운영되고 있는 Danpal®은 다채로운 빛의 건축 솔루션으로 건축에 창의적인 영감을 불어넣습니다.

INTERIORFACADES OUTDOORSKYLIGHTSCLADDING SHADING

Danpal® Controlite®는 고객들에게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다양한 Danpal® 시스템 
가운데 하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