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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wing to a space covered by glass, atrium is an attractive space with a possibility as an inner public 

space but a typical building type with a high-energy load. From the aspect of global environmental issues, to 

reduce energy load is an important assignment to solve. Contriving a planning guideline of an opening is 

considered as the most effective environment adjustment method, to offer a highly assessed amenity space 

and secure openness to outside, keep the energy load to a minimum, and apply the natural energy such as 

daylight to a maximum at the same time. Users’ assessment of environment was performed by questionnaire 

survey, then the structure of users’ assessment was analyzed and design condition was regulat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opening design guideline to offer a highly assessed space was proposed with 

concrete environment adjust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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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고층건축 혹은 규모건축의 내부에 설치되어 외부  

분 기를 가지는 형 보이드 공간
1)으로 일반 으로 정

의되는 아트리움은 오 스페이스 등 공  도시공간의 부

족을 보충하며 도시생활자에게 휴식과 산책의 장소를 제

공하여 도시공간의 한 요소로서 요한 역활을 수행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2). 한, 년  외부활동이 가능한 

외기온도를 고려하면 라자나 피로티 등과 같은 옥외공

간은 이용 가능한 기간이 제약 인데 비해, 아트리움은 

실내기후조건을 제어하여 연  이용 가능한 천후형 실

내 도시공간으로서 활용될 가능성을 가지는 매력 인 공

간이라는 에 주목할 만 하겠다. 아트리움은 커튼월로 

덮  자연 을 도입함으로서 외부  분 기를 가지는 공

간임으로 실내공간이면서도 옥외의 공  도시공간과 같

은 이용을 기 할 수 있으며, 외부  분 기는 아트리움 

공간의 요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문헌에서는 아트리

움을 커튼월로 덮힌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공간구성의 유형에 따라 벽면 혹은 천정면이 부분 으로 

개방되는 경우가 부분이며 외부에 한 벽면이 솔리드

한 재료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 아트리움 외벽에 있어

서 개방되는 면의 계획조건은 환경심리  측면에서 공간

의 개방감을 좌우하며 이는 아트리움이 가지는 외부  

분 기를 결정하는 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아트리움은 환경부하에 의한 유지, 리의 부담이 

큰 표 인 건축공간이며 에 지 약 문제의 측면에서 

보아도 환경부하의 문제는 해결되어야할 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지구온난화 문제에 해서는 건축의 라이

사이클에 있어서 환경부하가 그 원인의 약 40%나 차지

하고 있으며3), 운용시의 설비운 에 한 에 지가 건축

의 생애 에 지 소비량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

이다. 재까지 지구환경문제에의 응책으로서 건축에 

있어서는 에 지 약시스템의 개발 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아트리움에 있어서는 개구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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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환경심리평가지표의 인자분석

그림 1. 환경심리평가의 인자부하패턴

부터 외기를 유입시킴으로서 공조부하 감을 꾀하는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4)~6). 하지만, 환경부하의 문제는 에

지 소비량을 감시키기 한 환경공학  측면에서의 연

구가 주축이 되고, 건축계획  측면과 환경공학  측면의 

횡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에 지 약의 측면에서 보자면 채 , 환기 등의 자연에

지를 최 한으로 활용하여 환경부하를 최소한으로 

임과 동시에, 외부공간으로의 개방성을 확보하여 본래의 

설치, 이용목 을 유효하게 하는 어메니티 공간으로서의 

심리평가가 높은 공간을 제공하기 하여는 개구부의 계

획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효과 인 환경조정 수법이

라 할 수 있겠다. 본 연구는 개구부 설계조건에 의한 환

경부하와 환경심리평가의 양 지표를 동시에 고려하여, 환

경심리평가를 높이고 공조부하를 감하기 한 효과

인 개구부 계획조건을 제안하기 한 단계  연구로서, 

환경심리평가의 구조를 밝히고 환경심리평가를 향상시키

는 개구부 계획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환경 심리평가치는 아트리움의 이용자 앙 이트 조사

를 실시하여 악하 으며 인자분석에 의하여 심리평가

의 구조를 분석하고, 상 분석, 회귀 분석에 의하여 요

인분석을 실시하 다. 이로부터 얻은 환경심리평가를 향상

시키는 개구부 계획조건은 패시  에 지의 활용이라는 

에서 보아 구체 인 환경조정수법을 고찰하 다.

  2. 아트리움공간의 환경심리평가구조

 

아트리움 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심리평가의 구조를 

악하고, 환경심리평가를 향상시키는 계획조건을 정리하기 

하여 22개소의 아트리움에서 체류이용자를 상으로 

아트리움의 심리평가를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 상으

로 하는 아트리움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실정에 놓여있고 

사례가 풍부하여 참고 모델로 삼기에 합한 일본의 아

트리움을 상으로 하 다. 아트리움공간의 심리평가는 

공간의 종합평가, 개방감, 밝기감 등에 하여, SD법에 

하는 7단계평가(양극척도)방식으로 하고, 각 사례의 평

균치를 산출하 다. 유효회답자수는 각 아트리움의 체류

자 략 30명 이상, 총합 1,368명이다. 

다음은 아트리움의 환경심리평가에 있어서 평가지표를 

추출하여, 환경심리평가의 구조를 악하 다. 공간속에

서 체험하는 이용자의 환경심리를 기술하는 항목으로서 

아트리움 공간의 특징을 기술하는 13개의 평가항목을 추

출하 다. 사례별 평가치의 평균에 의한 인자분석을 행한 

결과, 바리막스 회 축에 의하여 추출된 축은 3축,  

기여율은 81.6% 다(표1). 제1인자는 기여율이 34.34%로

서, 기분 좋은 공간, 만족스런 공간, 매력 인 공간 등의 

종합평가인자이다. 종합평가변수[공간을 종합 으로 평가

해서 좋음-좋지 않음]는 인자 부하량 0.849이며 [편안한 

공간]과 거의 같은 정도로 표 인 변수라 할 수 있다. 

제2인자는 기여율이 24.33%로 공간의 [개방감]으로 표

되는 인자이며, 커튼월로 덮여 외부  분 기를 가지는 

형 보이드 공간이라는 아트리움의 주된 공간  특질을 

설명하는 인자이다. 제3인자는 기여율 22.94%의 [디자인]

인자로서, 공간의 디자인이 변화에 넘치고 특징 이라는 

의장성에 련된 인자이다. 이상으로 아트리움 공간의 환

경심리평가의 구조는 종합평가, 개방감, 디자인의 평가척

도에 의하여 기술됨을 밝혔다. 다음으로 환경심리평가를 

향상시키는 개구부 계획조건을 정리하기로 하 다. 하지

만, 환경심리평가의 표 인 지표로서 아트리움 공간의 

종합평가에 향을 미치는 계획  요인은 복합 이고 다

양하여, 개구부의 계획조건만으로는 유효한 측식이 얻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아트리움 개구부의 계획조건에 의

한 환경심리평가는 아트리움 공간의 환경심리평가지표 

 개방감의 심리평가에 가장 큰 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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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획조건의 정의

1) 개방형은 건물에 부속 으로 설치되어 외부에 개방된 벽

면을 갖는 아트리움, 연결형은 복수의 건물을 연결하는 

아트리움, 내포형은 건물로 둘러싸여 천창으로 채 하는 

아트리움. 22사례  개방형 11사례, 연결형 5사례, 내포

형 6사례. 

개방형 연결형 내포형

건물
건물

아트리움

건물

아트리움

건물

아트리움

2) 체류 역에서 외부공간이 인지되지 않을시 수정계수0을 

용한다. 22사례  유리벽면에 근 한 외부공간에 릿

지와　벽이 설치된 1사례， 체류 역에서 유리벽면이 인

지되지 않는 2사례는 유리벽면이 0으로 간주한다．

3) 유효 아트리움 공간이 내 하는 사각형에서 최 유리벽

이 설치된　면과 직각인 평면상의 길이

표 3. 개방감 평가를 상승시키는 계획조건의 회귀분석

1) 공지가 있으면 2, 없으면 1

2) 체류 역에서 외부공간이 인지되지 않으면 수정계수0 용

  3. 아트리움의 개방감을 상승시키는 개구부의 계획조건

 

개방감 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되어지는 개

구부 계획조건은 심리평가를 실시한 22개 아트리움을 

상으로 개구부의 크기, 개구부 면 효율 (개구부면 /아

트리움 보이드면 , 개구부면 /아트리움체  등), 아트리

움공간의 크기에 련되는 변수에 아트리움 공간형상과 

개구부의 치 계, 개구부를 통해서 보이는 외부환경의 

조건 등을 반 한 26개의 계획조건을 정리하 다(표2). 

이러한 개구부의 계획조건과 개방감 평가를 상  분석한 

결과, 상 계수가 유의 정되는 변수는 아트리움 유리벽

면에 연결되는 외부공지의 유무, 아트리움 보이드 면 당 

유리벽면 , 평면 깊이당 최  유리벽높이（체류 역에서 

외부공간이 인지되지 않을시 수정계수0 용, 이하동

일）, 최  유리벽높이（수정계수 용）, 평면형, 최  유

리벽폭（수정계수 용）, 평면 깊이당 최  유리벽폭（수

정계수 용）의 7변수로 정리되었다.

회귀 분석에 의한 개방감 평가와 상 도가 큰 계획

조건은 변수의 조합을 바꾸어서 다수의 회귀분석을 반

복, 검토하 다(표3). 유리벽면  등 개구부면 의 치

는 다 공선성이 발생하여 유의 정되지 않았고, 개방감

평가를 설명하는 계획조건은 보다 복합 인 요인에 의하

여 설명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개방감의 회귀

분석  수정결정계수에 의한 설명력이 가장 높은 분석1

은 아트리움의 유리벽면에 연결되는 외부공지의 유무, 아

트리움 보이드 면 당 유리벽면  (수정계수 용) 의 2변

수에 의한 해석이 가능하다.

개방감 평가치의 측식(o)

설명력 45.7% (유의수 5%, 사례수 22)

o = 0.294 × 아트리움의 유리벽면에 연결되는 외부공지의 

유무

＋ 0.130 × 아트리움보이드면 당 유리벽면  (수정계수

용) ＋ 0.672

 모든 설명변수는 증가요인이며(편회귀 계수의 부호가 

양), 표  편회귀 계수에 의해 나타나는 설명변수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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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아트리움의 유리벽면에 연결되는 외부공지의 유무

가 더 높다(0.541). 개방감 평가는 개구부를 통하여 보이

는 외부의 조건으로서 공지가 있을 것, 공간의 크기에 

한 개구부의 상  비율로서 해석할 수 있는 아트리움

보이드 면 당 유리벽면 에 체류층과 개구부의 치

계, 즉 체류자의 시선을 고려하는 수정계수를 용한 설

명변수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심리평가를 향상시키기 

한 계획조건으로서는 외부공지에 면하여 극 으로 

개구부를 설치할 것, 개구부나 아트리움 보이드 공간의 

상  규모로부터는 체류 치에 개구부를 설치할 것 등 

개구부와 공간의 치 계가 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설명변수의 조합을 바꾸어서 실행한 분석2에서는 아트

리움 보이드면 당 유리벽면  (수정계수 용)을 평면깊

이당 최 유리벽높이（수정계수 용）로 체가능하여 

개구부의 상  크기와 체류층과의 치 계가 요함

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3에서는 모든 변수를 최 유리벽

높이（수정계수 용）, 평면형으로 체가능하다. 개방감

평가와 상 계수가 유의 정되는 그 외의 변수는 최

유리벽 폭, 평면 깊이당 최  유리벽 폭이 있으며 단회귀 

분석에서 유의 정되는 설명변수이며 모든 설명변수는 

측면 개구부의 계획조건이다. 한 측면이 건물로 둘러싸

여 상부만이 개방되는 내포형은 개방감이 낮게 평가되며 

상부가 폐된 개방형은 상부가 개방된 개방형 아트리움

과 큰 차이가 없는 으로 보아 상부 개구부에 한 계

획조건은 개방감 평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그림2).

그림 2. 개방감 평가와 평면형

이상으로 아트리움의 개방감평가를 상승시키는 개구부

의 계획조건을 정리하 다. 먼  개구부와 외부공간과의 

계는 외부공지에 면하여 극 으로 개구부를 설치하

는 것이 유리하고, 아트리움의 상부개방은 개방감에 큰 

향을 미치지 않으며 측면이 개방되는 것이 유효하다. 

개구부의 계획조건은 아트리움 보이드 공간과의 상  

규모와 체류층과의 치 계가 요하다. 여기서 개구부

의 규모는 환경부하에는 정비례 요인이면서, 심리평

가에의 향은 작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환경부

하를 감하고, 개방감에서 본 심리평가를 높이기 하여

서는 개구부와 공간의 상  크기와 그 배치에 주의하

면서 패시  에 지를 선택 으로 도입하여 환경부하를 

삭감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 

개방감 평가치를 종축으로 하고, 아트리움 보이드면

당 유리벽면 (제1설명변수)을 횡축으로 하여, 외부공개

공지의 유무(제2설명변수)에 따라 2개의 평행선으로 나타

내는 상 개방감 평가치의 계산식도표는 그림3과 같다. 

사례의 분포 역을 보면 계획, 리단계에서 조작 가능

한 2변수에 의하여 상 개방감 평가치가 변화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다. 를 들면, 실측된 개방감 평가치가 1.21 

(상  45 percentile)의 사례No.10에 해서(그림4) 엔트런

스 부분을 커튼월로 변경하고 자동차 진입로를 외부공지

로 변경하면 보이드 면 당 유리벽면 은 0.55에서 0.81

이 되어 상 개방감 평가치는 1.37 (1.35면 상  73 

percentile)이 된다. 이것은 상 개방감 평가치를 향상시

키기 한 복수의 계획안을 사 에 비교 평가할 때 혹은 

미리 설정한 개방감 평가치의 목표치를 실 시키기 하

여 계획내용의 변경을 고려할 때(계획변수의 조작) 이러

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림 3. 개방감 평가치의 계산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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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계획조건 조작사례 No.10

이상으로 실내 장형 아트리움의 계획조건에 의한 개

방감 평가치의 측식  계산도표를 제안했다. 하지만 

설명변수인 계획조건이 아트리움 보이드 면 당 유리벽

면 과 외부공지의 유무만으로 제안된 측식이라 설명력

이 다소 낮은 은 감안하여, 상  6사례와 하  3사례를 

들어 그 외의 계획조건을 함께 고찰하기로 한다(표4).

상  6사례는 공통 으로 평면형이 개방형이거나 연결

형으로 유리벽면이 설치되어 있고 이에 외부공지가 연결

되어 있다. 개방감 평가가 최고치인 No.1와 No.2 사례를 

비교해 보면, No.1은 2면이 연속 인 커튼월로 벽면량의 

반이 유리벽으로 처리되어 있으며(아트리움 벽면 당 

유리벽면  0.48), 아트리움 보이드 면 당 유리벽 면 은 

1.54로 높은 편이나, No.2는 아트리움 보이드 면 당 유

리벽 면 이 0.54로 낮으며 최 유리벽의 폭도 좁은 편으

로 개구부의 상  크기가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

방감 평가치가 최고치인 것은 No.1사례는 주된 체류공간

이 아트리움의 지하층부분에 설치되어 있어 체류 역에

서 유리벽면을 인지할 수는 있으나 내부공간과 외부공지

로의 시야가 직 으로 확보되기가 어려운 반면, No.2는 

사진과 같이 주된 체류공간이 상층부에 치하고 있어 

내부공간과 외부공지로의 시야가 효과 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 수 있겠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No.6은 

2.5m 높이의 유리벽이 넓게 설치되어 있어 개구부의 상

인 크기도 매우 작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 개구부에 

넓은 외부공지가 연결되어 있으며 2층 테라스 부분에 개

구부를 따라서 주된 체류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No.2와 

같이 시야가 넓게 확보될 수 있다는 에서 개방감이 높

게 평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트리움 유리벽 주변에 가

벽이 설치되어 외부와의 시선이 차단된 No.7사례를 포함

한 하  3사례는 내포형으로 상부로부터 채 하는 방식

을 취한다. 상부 개구부의 계획조건은 개방감 평가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개방감 평가 하

 사례들은 측면 개구부의 계획조건이 0으로 내부지향

인 공간이다. 

표 4. 아트리움 사례의 개구부 계획조건

그림 5. 아트리움 사례 No.1

그림 6. 아트리움 사례 No.2

그림 7. 아트리움 사례 No.3

그림 8. 아트리움 사례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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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트리움 사례 No.5

그림 10. 아트리움 사례 No.6

그림 11. 아트리움 사례 No.7

그림 12. 아트리움 사례 No.8

그림 13. 아트리움 사례 No.9

  4. 결 론

본 연구는 아트리움의 환경심리평가를 높이고 공조부하

를 감하기 한 효과 인 개구부 계획조건을 제안하기 

한 단계  연구로서, 환경심리평가의 구조를 밝히고 환

경심리평가를 향상시키는 개구부 계획조건을 정리하여 

패시  에 지의 활용이라는 에서 보아 구체 인 환

경조정수법을 고찰한 것이다. 환경 심리평가치는 아트리

움의 이용자 앙 이트 조사를 실시하여 악하 으며 인

자분석에 의하여 아트리움 공간의 환경심리평가의 구조

는 종합평가, 개방감, 디자인의 평가척도에 의하여 기술

됨을 밝혔다. 종합평가에 향을 미치는 계획  요인은 

복합 이고 다양하여, 아트리움 개구부의 계획조건에 의한 

환경심리평가는 개방감의 심리평가에 가장 큰 향을 미

치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개방감평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상되어지는 개구

부 계획조건은 심리평가를 실시한 22개 아트리움을 상

으로 26개의 계획조건을 정리하여 회귀 분석에 의한 

개방감평가치의 요인분석을 실시하 다. 아트리움의 개방

감평가를 상승시키는 개구부 계획조건은 다음과 같이 요

약할 수 있다. 

1. 외부공지에 면하여 개구부를 설치할 것

2. 아트리움의 상부 보다는 측면을 개방할 것

3. 아트리움 보이드 면 당 유리벽 면 이 클 것 

4. 외부공간이 인지되는 곳에 체류 역을 설치할 것

한, 환경부하를 감하고, 개방감에서 본 심리평가를 

높이기 한 계획  조작으로서는 개구부의  크기

를 크게 할 것이 아니라, 개구부와 공간의 상  크기 

그리고 체류 역과의 계에서 본 개구부의 배치에 주의

하면서 패시  에 지를 선택 으로 도입하여 환경부하

를 삭감하는 방법의 유효성을 논하 다. 

차후에는 아트리움의 환경심리평가로서 개방감을 향상

시킴과 동시에 환경부하에 의한 에 지소비량을 감하

는 계획조건을 종합 으로 연구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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