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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연구배경 및 목적1.1
세기 건축물에서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건축물에21

적용하는 것은 생태학적인 건축 및 지속가능한 건축 측

면에서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성능 채광성능을 지닌 외피시스템 및 창호

투과시스템에 대해서 다양한 기술 및 재료들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주광계획에 있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정. ,
량적인 질적 평가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현대 사무소 건물에서 자연광의 효과적인 이용은 작업자

에게 실내 시환경의 쾌적성과 작업 성능을 향상시키며 조,
명에너지를 절약시킴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자연형 건축수법

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채광시스템은 건축설.
계기법 또는 기계적 장치를 통해 외부의 자연광을 최대한

실내로 유입하는 기술이지만 재래의 일반적인 창호 유리투

과체 시스템은 자연광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태양광의 잦은 변화로

인하여 항상 일정한 주광조도를 작업면에 확보할 수 없는

것과 자연광의 유입으로 인한 불쾌글레어가 발생될 수도

있다 이런 현상들을 줄이고 적절한 자연광의 제어를 통해.
실내 주광환경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직사일광보다는

태양광의 반사광을 유입시키는 채광시스템과 직사광을 차

단하는 차양시스템의 통합적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광의 실내유입을 조절하는 시스템

중 하나인 라이트가이드와 전동 베네치안 블라인드를 통합

적으로 이용하여 태양고도의 변화가 실내 주광환경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측정을 위해.
기존 사무소 건물을 평가모델로 선정하고 선정된 평가모,
델의 실물대모형 을 제작하였다 채광창과 조망창으로(1:1) .
구성된 이중분할형 창호시스템으로 구성하고 반사광의 이

용 장치인 내 외부광선반을 설치하였다 또한 실내에는.ㆍ

차양 장치 중 하나인 전동 베네치안 블라인드를 설치하였

다. 실제 사무소 건물에 적용 가능한 주광이용에 대해 평

가하고자 하였으며 평가지표로서는 주광조도비 균제도를, ,
사용하였다.

기존연구 고찰1.2
라이트가이드와 블라인드시스템을 적용한 연구를 가3
지로 분류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라이트가이드 시.
스템만을 적용하여 채광성능을 평가한 연구를 살펴보면

Tomas Claros 는 사무소건물의 채광성능을 분석하(2001)
기 위하여 두 개의 의 축소모형 실험을 제작하였고1:10

혼합형 채광조절장치가 실내공간의 주광조도분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평가Mockup
Light Factor Performance of a Room with Light Guide and Blind

Systems by Mockup Experiments
신 화 영* 김 정 태**

Shin, Hwa Young Kim, Jeong 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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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illuminance performance of sloped light guide with automated venetian blind systems.
For the purpose, a mock-up model was constructed as a prototype of Korean office building with 12.0m×7.3m×3.7m
(w×d×h) and south facing side-window mounted between the clerestory window(2.0 ) and the view window(5.6 ).㎡ ㎡

The light guide of 1.28m deepth and 29° tilted angle, is covered with 0.6mm galvanized steel sheet and 97% reflective
film. To protect the room from low solar angle, a blind systems, 0.15m deepth and 30° automated slat angle was
installed. To assess illuminance performance, the totally 37 measuring points for illuminance were monitored. For the
detailed analysis, photometric sensors were installed at work-plane (8 points), wall (7 points), ceiling (3points), and
exterior horizontal illuminance (1 point) respectively. The performance was measured under clear sky and is
monitored by Agilent data logger, photometric sensor Li-cor and the Radiant Imaging ProMetric 1400. Comparisons
of light factor and uniformity a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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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s : Daylighting, Light guide, Automated blind systems, Light factor, Uniform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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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가이드를 설치하여 실내 반사율 변화와 광선반의

반사재를 변화시켜 년간의 측정을 통하여 태양의 고도1
에 따른 실내 작업면 조도비를 분석하였다.
블라인드 시스템의 차양성능을 평가한 연구를 살펴

보면Anca D. Galasiu와 는Morad R. Atif(2002) pilot
에서 조명제어시스템의 유무 블라인드의 형태study , ,

블라인드의 슬랫 각도 및 블라인드의 개폐정도에 따

른 사무실의 차양성능과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하였

다 이 연구는 블라인드와 조명조절시스템을 설치한.
실이 블라인드가 없고 조명조절시스템만 설치된 실보

다 평균 정도 전기 소비를5%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제

시하였다. 또한 김수영 은, (2005) Lightscap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중외피로 구성된 소규모(3.9m×3.9m×3.0m)
사무공간을 설정하고 베네치안 블라인드 시스템의 유

무 슬랫각 및 시간의 변수에 따라 책상면 조도 및 주,
광효율분포의 측정을 통해 실내 채광성능 및 전기조명

의 절약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라이트가이드와 블라인드시스템 통합 적용되어 실내 채

광성능을 분석한 연구들을 보면, 는Michael Laar(2001)
광선반의 설치 유무 유리의 종류 광선반과 핀의 결합유, ,
무 블라인드 시스템에 따른 채광성능을 를 통해, Radiance
분석하여 현대 사무실 건물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하

였다. 또한 Hiroshi Tamura, Toshie Iwata 는광선반 및

여러 가지 다양한 채광시스템에 대하여 모형실험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광선반의 효과를 평가하고

시각적 쾌적성과 세부 평가항목의 상관관계를 제시하

였다 김곤 은 프로그램을 이용하. (2005) Lumen Micro
여 크기의 사무공간을 광선반 일체4.9m×7.2m×2.58m
형 이중분할 복합창과 수평블라인드 이중분할 복합

창 그리고 수직 블라인드 이중분할 복합창으로 설정,
하여 각 창호에 따른 작업면조도와 균제도를 측정하

여 실내 자연채광 성능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이 라이트가이드와 블라인드시스템의 적용에

대하여 실내 작업면 조도를 측정하거나 시스템의 마감

재료 적정 수치 등을 제시하였다 또한 모형실험에 의, . ,
한 제작상의 번거로움과 기상조건의 다양성으로 인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해석방법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물리적 데

이터를 취득하기 위하여 기존연구에 수행되지 않았던

국제적 기준이 되는 실물대모형을 제작하였고 실제 건

물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트가이드 및 블라인드시스템

을 설치하여 실내 작업면 벽면 천정면에 대한 정량적, ,
평가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 선정2.
모델 제작 및 라이트가이드2.1 Mock-up

라이트가이드와 블라인드 시스템이 적용된 실내공간의 채

광성능평가를 위한 모형의 평가모델은 일반 사무실의 형상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실물대모형은 동(12m×7.3m×3.7m) .

일한 형상에 두 개의 실 일반창호실과 광선반창호실 로 구성( )
되어 있다 각 실의 형상은 로 구성되며 성. 4.9m 7.2m 2.6m☓ ☓
능평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데이터 취득실은 1.6m 6.3m☓

로 되어 있다 또한 실의 남측에는 의 측창2.6m . 4.8m 1.8m☓ ☓
을 설치하여 자연광이 유입되도록 하였다 창은 조망창과 채.
광창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바닥 위 창대높이는 이다, 0.79m .
실내마감은 기준실과 실험실 모두 밝은 색의 표면 벽 아이보( -
리색 바닥 옥색 천장 흰색 으로 되어있으며 가구는 배치되, - , - )
지 않았다 연구대상의 평면도 및 실내 마감 재료에 관한 내.
용은 그림 그림 표 과 같다1, 2, 1 .

그림 모델의 평면도1. Mock up

그림 모델의 정면도2. Mock up

표 모델의 개요1. Mock-up
구 분 내 용

전체형상(mm) 12000×7300×3700
실 형상(mm) 4900×7200×2580

재 질

벽 체 샌드위치 판넬

천 장 텍스

바 닥 아스타일

색 상

벽 체 아이보리색

천 장 흰색

바 닥 연갈색

반사율(%)
벽 체 68%
천 장 51%
바 닥 87%

창호(mm) 4800×1800
창대 높이(mm) 780

유리 LE58, CL
프레임 하이샤시

광선반창호실 일반창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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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라이트가이드는 실외 경사형 실내광선( )+
반의 혼합형 채광시스템으로써, 대학교 채광조명시스템K
연구센터에서 설계 및 제작 하였으며, 실외 경사형 집광

판 및 실내 라이트가이드 상부를 통해 태양광이 실내로 유

입되도록 설계되었다. 라이트가이드 하지 정오에 실내로의

직사광 사입을 방지하고 동지 정오에 실내로 최대의 직,
사광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실외 실내 광선반의 표준길이,
를 설정하였다. 라이트가이드의 길이는 실내 측으로

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광선반의 실제길이880mm .
는 이지만 수평거리는 인 셈이다 시스템의490mm 400mm .
단면 및 설치모습은 그림 그림 와 같다3, 4 .

그림 적용된 라이트가이드 시스템의 설계3.

그림 연구대상 및 라이트가이드의 형상4. mock-up

전동 베네치안 블라인드2.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전동 베네치안 블라인드 주(( )Hans
사의 제품임 의 슬랫각도는 광센서를 통해 간격으Glass ) 30°

로 일정하게 조절되며 슬랫면의 너비는 로서 아이보, 15mm
리의 알루미늄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 전동 블라인드에 적

용된 구동기구는 모터이며 이것은 고정자로 영구자석DC ,
을 사용하고 전기자로 코일을 사용하여 구성한 것으로 전, ,
기자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자력의 반발,
흡인력으로 회전력을 생성시키는 모터이다 저가격으로 구.
동력도 크며 사용하기 쉽고 일반적으로 회전 제어가 쉽고, ,
제어용 모터로서 아주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블라인
드 시스템의 설치개념과 설치모습은 그림 표 와 같다5, 2 .

그림 전동 베네치안 블라인드의 설치개념5.
표 블라인드 슬랫각도 개념과 내부모습2.

슬랫각도 개념도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

상향

60°

상향

30°

수평

0°

하향

30°

하향

60°

실험방법론3.
주광환경특성 평가를 위한 측정점의 선정은 IEA SHC

의 연구결과에 따라 제시된 자연채광 모니터링 프로Task21
토콜을 적용하여 조조도측정은 작업면 높이를 0.85m로 하

여 조도를 측정하였다명학적 물리량 실내조도 실외조도 을( , )
측정하였다 실내 측정점은 창으로부터. . 1m간격의 이격거

리이서 전면부는 간격 중앙부는 간격 후면부는1m , 0.5m , 1m
간격으로 광선반실 점 과 일반창호실 점 을 선정하였고(8 ) (8 ) ,
옥외수평면조도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주광환경특성 평가를.
정교하게 하기위하여 에서 권장하는 벽면과 천정면에IEA
대한 조도를 측정하였고 측정, 점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거주자가 앉을 때의 눈높이와 거의 같고 섰을 때 주위가 잘,
보이는 눈높이 1.2m에서 양측벽에 창으로부터 1.5m, 3.0m,
6.0m지점에 측정점을 선정하였고 후벽의 중앙부분에 점을 선1
정하여 셀을 설치하였다 벽면과 동일한 거리 즉 창으로부터. ,
1.5m,, 3.0m, 6.0m의 천장면에 셀을 설치하여 조도를 측정하였
으며 측정점의 평면상의 위치도는 그림 과 같다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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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조도측정점의 위치6.

주광환경의 특성 평가4.

실험시 천공상태 및 태양고도4.1
실험은 년 월 일 정오부터 시 분까지 방해2006 10 16 15 30
건물이 없는 대학교 공과학관 옥상에서 실시하였다 기상K .
상태는 운량 인 청천공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자2/10-6/10 ,
연채광 측정모니터링 프로토콜에 따라 옥외수평면조도는

건물 지붕위 에서 실험시간의 경과에 따라 연속적으로1.4m
측정하였다. 측정당시의 외부 수평면조도는 최소 24,000lx, 최
대 의 분포로 나타났다 측정당시의 외부수평면 조62,000lx .
도와 천공상태 및 태양고도에 관한 내용은 그림 그림7, 8,
표 과 같다3 .

그림 외부 수평면조도7.

그림 옥외 조도센서 설치모습 및 천공상태8.

태양고도별 슬랫각도에 따른 주광조도비4.2
작업면의 주광조도비(1)

태양의 고도가 도일 때 일반창호실의45.0 창으로부터 2m
떨어진 지점 전면부에서는 배정도의 극심한 주광조도비 차6

이를 보였으며, 광선반창호실의 경우 최대 배주광조도비로2.5
나타났다 블라인드 슬랫의 각도가 상향 상향 하향. 30°, 60°,
6 인 경우 광선반창호실의 주광조도비가 배정도 향상되는0° , 2.2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의 중간부 후면부의 주광조도비는 최대. ,
배정도 높은 차이를 보였다3 . 슬랫의 각도가 수평 도인 경우 주0
광조도비의뚜렷한차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림 그림( 9, 10).
태양의 고도가 도일 때 일반창호실의 경우 실40.4 전면부는

배정도의 높은 주광조도비 편차를 나타내며7.5 광선반창호실은

최대 배로 일반창호실의 극심한 조도편차를 감소시키는 것으2.4
로 나타났다. 광선반실의슬랫각도가상향 상향 하향30°, 60°, 60°
인 경우, 일반창호실에 비해 배정도 주광조도비가 증가하며1.7 ,
중간부, 후면부는 최대 배정도 높은 주광조도비로 나타났다 블2 .
라인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슬랫각도가 수평 도인 경우0
는 주광조도비 뚜렷한 차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림 그림( 11, 12).
태양의 고도가 도일 때 일반창호실의 경우 실34.0 전면

부는 배정도의 극심한 주광조도비 차이를 나타내며8.4 , 광
선반창호실의 경우 전면부 주광조도비 차이가 최대 배의2.8
차이를 보였다 광선반실의 슬랫각도가 상향 일 때 배정. 60° 2
도 주광조도비를 향상시키며 실의 중간부 후면부는 최대, ,
배정도 높은 주광조도비2 를 나타냈다 블라인드가 적용되.
지 않았을 경우 슬, 랫각도가 수평 도 하향 도 경우 주광조0 , 30
도비의 뚜렷한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그림( 13, 14).
태양의 고도가 도일 때 일반창호실의 경우 실25.3 전면

부는 배정도의 극심한 주광조도 편차를 나타내었고8.3 , 광
선반창호실의 전면부 주광조도비 차이가 최대 배로 나2.8
타났다 광선반창호실의 슬랫각도가 상향 상향 수. 30°, 60°,
평 하향 일 경우 배정도 주광조도비를 향상시키0°, 30° , 2
며 실의 중간부와 후면부는 최대 배정도 높은 주광조, 3.5
도비 보였다 블라인드가 적용되지 않았을 경우는 주광조.
도비 뚜렷한 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그림( 9 16).～

측정일 측정시간 태양고도 방위각 외부수평면조도

12:00 43.2 174.0 59288
12:10 43.3 177.4 60729
12:20 43.3 180.8 61388
12:30 45.0 184.2 60885
12:40 43.0 187.6 59071
12:50 42.7 190.9 57050
13:00 42.3 194.2 50414
13:10 41.8 197.5 54416
13:20 41.1 200.6 54687

년2006
월 일10 16
월요일

13:30 40.4 203.7 54112
13:40 39.5 206.8 53063
13:50 38.6 209.7 52863
14:00 37.6 212.6 42450
14:10 36.5 215.3 42567
14:20 35.3 218.0 44048
14:30 34.0 220.6 44155
14:40 32.7 223.1 44879
14:50 31.3 225.5 44624
15:00 29.9 227.8 24545
15:10 28.4 230.1 29132
15:20 26.9 232.3 31804
15:30 25.3 234.4 27792

표 측정 시 태양 고도 및 외부 수평면 조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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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9. 45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10. 45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11. 40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12. 40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13. 34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14. 34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15. 25.3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16. 25.3 ( )

벽면의 주광조도비(2)
슬랫각도가 상향 도와 상향 도의 경우 광선반실이30 60
일반창호실에 비해 좌벽면이 우벽면보다 최소 배에서 최2
대 배의 높은 주광조도비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3.5 .
태양의 고도별 자연광과 적용된 슬랫각도의 슬랫면과 광

선반시스템을 통한 반사광이 좌벽면 조도상승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창호실의 좌벽면 전면부 창으로부터 떨어진1.5m
지점에서 최소 배에서 최대 배 정도의 극심한 주광조3.5 6
도비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블라인드시스템과 내부 라.
이트가이드의 차양성능이 직사일광을 제어함으로서 전면

부 좌벽면 조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광.
선반창호실의 경우 좌벽면 의 실의 전면부에서 최소 1.7
에서 최대 배로 주광조도비 차이가 일반창호실에 비해1.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벽면의 경우 일반창호실에.
비해 광선반창호실이 최소 배에서 배 높은 주광조도2.5 2.7
비로 나타났다 이는 라이트가이드로 인한 반사광이 천정.
면을 통해 유입되면서 실내벽면 전체의 주광환경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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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태양고도별 슬랫각도에 따.
른 벽면의 주광조도비는 그림 17 ～그림 와 같다24 .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a) b)
그림 좌벽면 주광조도비 태양고도 도17. _ 45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a) b)
그림 우벽면 주광조도비 태양고도 도18. _ 45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a) b)
그림 좌벽면 주광조도비 태양고도 도19. _ 40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a) b)
그림 우벽면 주광조도비 태양고도 도20. _ 40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a) b)
그림 좌벽면 주광조도비 태양고도 도21. _ 34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a) b)
그림 우벽면 주광조도비 태양고도 도22. _ 34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a) b)
그림 좌벽면 주광조도비 태양고도 도23. _ 25.3

일반창호실 광선반창호실a) b)
그림 우벽면 주광조도비 태양고도 도24. _ 34

천정면의 주광조도비(3)
슬랫각도에 따른 각 실의 벽면의 주광조도비는 그림 7,
그림 과 같다8 . 천정면의 경우 광선반창호실이 일반창호

실에 비해 실의 전면부의 지점에서는 최소 배에서1.5m 1.3
최대 배 높은 주광조도비로 나타났다 또한 태양고도2.5 .
에 따른 블라인드 슬랫각도가 상향 도인 경우 배의60 2.4
가장 높은 주광조도비 차이를 나타냈다 일반창호실의 경.
우 채광창과 조망창에 설치된 블라인드의 차양효과가 실

내공간에 영향을 주었고 광선반창호실의 경우 채광창에,
설치된 라이트가이드로 인한 반사광이 천정면에 유입되

면서 실의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실의 후면부에 채광학적

기여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 25 ～그림 32)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25.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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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26. 45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27. 40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28. 40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29. 34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30. 34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31. 25.3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32. 25.3 ( )

태양고도별 슬랫각도에 따른 균제도4.3
일반창호실과 광선반창호실에 블라인드 시스템을 적용

하였을 경우 각 실의 균제도가 블라인드 시스템이 설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균제도가 배정도 향상 되었1.7
다 광선반창호실이 측정한 모든 슬랫각도에 따른 균제도.
가 일반창호실에 비해 배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블1.5 .
라인드시스템이 통합 적용되었을 경우 라이트가이드만

설치되었을 경우보다 균제도가 배정도 향상되었다 이1.2 .
것은 블라인드 시스템이 창면부의 극심한 조도비를 감소

시키고 라이트가이드에 의한 실 중간부와 후면부의 조도,
비가 상승되었으며 이러한 채광학적 기여가 균제도 향상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태양고도별 슬랫각도.
에 따른 실의 균제도는 그림 그림 과 같다33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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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33. 45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34. 45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35. 40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36. 40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37. 34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38. 34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일반창호실39. 25.3 ( )

그림 태양고도 도일 경우 광선반창호실40. 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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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5.

본 연구는 을 이용하여 사무소 실내 공간의Mock-up
태양고도별 블라인드 슬랫각도에 따른 일반창호실과 광

선반창호실의 주광조도비와 균제도를 분석한 것으로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작업면의 주광조도비 분석 결과, 일반창호실의 경우,
실의 전면부에서 슬랫각도에 따라 극심한 주광조도비 차

이를 보였다 광선반창호실의 경우 블라인드 시스템 통합. ,
적용되어 일반창호실에 비해 적은 주광조도비 차이를 보

였다 이것은 각 실의 블라인드 시스템과. 라이트가이드가

갖는 차양성능의 영향으로 인해 창면부로 유입되는 직사

일광을 제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라이트가이드만

적용되었을 때 보다 실의 전면부의 극심한 조도비를 감소

시킴으로서 재실자에게 시각적 쾌적함과 시환경적 질이

증대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태양의 고도에 따른 모든 슬랫각도의 경우 광선반, ,
실이 일반창호실에 비해 중간부와 후면부에서는 라이트가

이드가 설치된 실내공간의 경우 실의 중간부 후면부의, ,
주광조도비를 증가시킴으로서 자연광이 실 전체에 유용

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슬랫각도에 따른

비해 일반창호실과 광선반실의 주광조도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태양의 고도에 의해 유입되는 직사일

광이나 반사광이 각 실의 주광환경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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